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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이하 ‘가이드’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정의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범위)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및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세부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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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개요

가.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개념 정의

본 가이드는 소프트웨어사업 기획 시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사업부실과 품질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준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의 범위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도출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세화 된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각 사업 유형별로 사업 추진 준비 단계부터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까지 

단계별로 세부 절차와 예시 등을 제시하였으며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활용하여 

발주 현장에서 실무 적용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였다.

‘기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Ⅰ-1 기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

◎ 발주 준비

발주예정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개념과 추진목표, 추진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의사 

결정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추진방향성에 대해 합의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 제안요청서 준비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필요한 요구사항을 사업의 유형별로 상세화/차별화하여 작성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도출하여 제안 

요청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 계약 및 변경

공공기관의 표준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양식과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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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관리/인수 및 종료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진도 및 성과관리 양식을 제시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된 내용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추적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선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에 반영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Ⅰ-2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개념도

◎ 단계 1 - “사업추진 준비단계”

사업 추진 준비단계에서는 사업의 준비에서부터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적용 

업무 및 발주를 담당할 사업 수행 내부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의사 

결정권자의 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 단계 2 -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은 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정의하며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을 수립한다. 현황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업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초기에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구축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 단계 3 -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에서는 향후 구축될 목표 시스템과 관련하여 내·외부 환경분석, 

내·외부 현황분석을 통하여 시사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 범위와 

방향성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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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4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될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단계3에서 파악된 시사점 및 개선사항을 토대로 시스템 장비구성,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등 11개 

요구사항 분류기준 항목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의한다.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 단계 5 -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에서는 사업 발주에 앞서 사업 전체에 대한 추진 범위 및 

기간을 확정함과 동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조정 및 확보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며,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입찰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한다.

◎ 단계 6 -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에서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사업이 수행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관리 

내용을 기술한다.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인수하고 종료하게 된다.

※ 본 가이드에서는 “사업”과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 사업 :  사업 추진 준비 단계부터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 프로젝트 :  “사업”중 사업자 선정 시점부터 인수 및 사업 종료까지 걸쳐 추진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즉, “사업”은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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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및 범위

적용대상 사업의 유형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며, 이들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가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 유지관리 사업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  새롭게 정의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유형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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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이드 구성 및 특징

가. 개 요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계획 단계에서 사업 발주자의 

요구사항 및 상세 업무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 상에 반영하고, 인수 및 사업종료 활동에 

앞서 제안요청서 상에 정의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 및 관리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본 가이드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별로 수행 절차 및 세부 활동이 구분되며, 표준 

프로세스는 6개 단계와 22개 수행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Ⅰ-3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표준 프로세스

- 단계 1 : 사업 추진 준비단계

- 단계 2 : 사업 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

- 단계 3 :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

- 단계 4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 단계 5 :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

- 단계 6 :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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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사업 유형별 가이드 활용 방안

소프트웨어사업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등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각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요구사항 및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이 차별화·구체화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를 활용해야 한다.

※  새롭게 정의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유형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유형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 정보화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하는 업무, 기능, 서비스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해 명령·제어 등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인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 정보시스템의 운영 기반이 되는 제반환경의 구축 등을 

위한 사업

▷   유지관리 사업 : 개발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의 위탁, 일부 

기능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및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사업의 추진 필요성, 추진전략,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정보화 추진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2)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기준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 시 요구사항의 구체화 정도가 다르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누락되어 사업수행 단계에서 사업의 범위가 변경되고 

조정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에서는 공공 소프트 

웨어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도출되는 요구사항의 유형과 사업 유형별로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 분류는 

더욱 세분화 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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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소프트웨어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항목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
내 용

사 업 유 형

SW
개발

시스템
운용
환경

유지 
관리

ISP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

기능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 ◐ ◐

성능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 

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 ◐

데이터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 ●

보안 

요구사항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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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
내 용

사 업 유 형

SW
개발

시스템
운용
환경

유지 
관리

ISP

품질 

요구사항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 ●

제약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 ● ●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 유형에 따른 발주단계별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표준 요구사항 분석·적용 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할 요구사항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개 사업 유형별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를 마련하였다.

표 Ⅰ-2 소프트웨어사업 유형별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발 주 단 계 수 행 활 동

사 업 유 형

SW 
개발

시스템 
운용
환경

유지
관리

ISP

1.  사업추진 

준비단계

1.1 사업수행 내부조직 구성 ● ● ● ●

1.2 사업 추진체계 수립 ● ● ● ●

2.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 ● ● ●

2.2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 ● ● ●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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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단 계 수 행 활 동

사 업 유 형

SW 
개발

시스템 
운용
환경

유지
관리

ISP

3.  업무및 

기술현황 

분석단계

3.1 내·외부환경 분석 ◐ ●

3.2  내·외부 현황 

분석

내부 업무 현황 분석 ● ●

내부 기술 현황 분석 ● ● ● ●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 ● ●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

분석
● ● ●

3.3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 ● ● ●

3.4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검토 및 보완 ● ● ● ●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 ● ● ●

4.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 ● ◐ ◐

성능 요구사항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 ● ◐

테스트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 ● ●

제약사항 ●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4.3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및 검토 ● ● ●

5.  사업발주 

계획수립 및 

발주단계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 ● ● ●

5.2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 ● ● ●

5.3 제안요청서 작성및법제도요건반영여부 검토 ● ● ● ●

5.4 입찰 공고 ● ● ● ●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공고 ● ● ● ●

6.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6.1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 ● ● ●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 ● ● ●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 ● ● ●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 ● ● ●

6.5 인수 및 사업종료 ● ● ● ●

※  새롭게 정의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유형 및 요구사항 분류는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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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주안점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은 다른 사업 유형에 비해 시스템의 종류,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요구사항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구축된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정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전 발주자와 사업자 간의 충분한 협의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개발에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프트웨어개발 완료 후에도 업무 프로세스 및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기 구축된 

기능도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개발 전, 개발 중, 개발 후의 변경되는 기능에 

대한 이력과 품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발주계획 수립 시부터 소프트웨어개발 후 사용자 및 

운영자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세 기능이 정의되어야 하며,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 및 이력이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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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는 6개 단계, 21개 수행활동으로 구성되며, 

수행활동별로 기대되는 산출물이 정의되어 있다.

그림 Ⅱ-1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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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소프트웨어사업 발주단계별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발주단계 수 행 활 동

1.   사업 추진 준비단계
1.1 사업수행 내부 조직 구성

1.2 사업 추진체계 수립

2.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2.2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3.  업무 및 기술현황 

분석단계

3.1 내·외부 현황 분석

3.1.1 내부 업무현황 분석

3.1.2 내부 기술현황 분석

3.1.3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3.1.4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3.2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3.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검토/보완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4.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4.2.2 기능 요구사항

4.2.3 성능 요구사항

4.2.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2.5 데이터 요구사항

4.2.6 테스트 요구사항

4.2.7 보안 요구사항

4.2.8 품질 요구사항

4.2.9 제약사항

4.2.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4.2.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3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및 검토

5.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5.2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5.3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검토

5.4 입찰공고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6.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6.1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6.5 인수 및 사업종료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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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주요 활동 및 내용

가. 단계 1 : 사업 추진 준비단계

사업 추진 준비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에서부터,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의 

발주계획 업무를 담당할 내부조직을 구성하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추진력을 얻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지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 준비단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과업 수행을 경시할 수 있으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발주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역할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수행활동 1.1 사업수행 내부 조직구성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필요성/목적/요구 등
① 내부조직 구성 및 역할정의

② 의사결정권자 지원 확보

-  사업추진 내부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① 내부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본 활동에서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 및 발주계획 업무에 참여할 실무자들과 

관련된 조직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 내부조직을 구성하고, 주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 역할 및 책임범위를 정의한다.

다음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내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Ⅱ-2 사업수행 내부조직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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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 수행조직(관련부서를 포함)이 요구사항 분석·적용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할당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의사결정권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이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  의사결정권자(기관장) : 본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사업을 이끌어 나갈 의사 

결정권자를 정해야 한다. 의사결정권자는 사업 수행 시 관련 업무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요역할>

≫ 사업에 대한 전체 방향 제시 및 검증

≫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자원 지원 및 배분

≫ 사업 수행 조직 내 최종적인 의견 조정

≫ 변화수용에 적합한 조직 환경 확립

㉡  사업총괄책임자 :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를 이끌어갈 총괄 

책임자로 사업 기획, 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급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주로 실무자의 상위 관리자가 사업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역할>

≫ 사업 전반적인 관리 지원

≫ 사업의 산출물 검토 및 작업방향 제시

≫ 사업의 수행일정 및 내용 기획/조정/수행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활동 건의

㉢  사업 담당부서(담당자) :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에 따라 사업 

기획, 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여러 개의 서비스 및 

업무가 있는 부서의 경우 각 업무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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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역할>

≫ 사업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요구사항 도출

≫ 실질적인 사업 관련 업무 수행

≫ 산출물 작성 및 검토

㉣  관련부서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경우 관련된 업무부서의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및 이해 

관계자들은 필요 시 인터뷰에 응하거나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팀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 인원과 역할, 참여 시기 

등이 정의되고 공지 되어야 한다.

㉤  외부 전문가 :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당 분야에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수행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요구사항 분석과 

상세화 기술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정보시스템 방향을 정의하고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을 지원한다.

② 의사결정권자의 지원 확보

의사결정권자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수행 방향 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권자는 조직의 비전 및 정보화 전략을 이해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며 적극적이고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지도자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사업 수행에 실무자의 참여가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실무자의 시간 할당을 확약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 활동에서는 의사결정권자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조직을 대상으로 소프트 

웨어개발사업의 수행 배경 및 필요성, 수행 업무, 역할을 설명한다. 사업 수행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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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1.2 사업 추진체계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필요성/목적 /요구 등

-  사업추진 내부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① 사업 일정 및 추진체계 수립

②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수립
- 사업 추진 계획

① 사업 일정 및 추진체계 수립

본 활동에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업무와 계획을 

개략적으로 수립하며, 사업 수행조직이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공유하도록 한다.

②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수립

본 활동에서는 실무자들과 부서 간 발생하는 업무·기술 협의 및 의견 수렴,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업무 정보 전달 시점, 전달 수단 및 관련된 담당자를 명확하게 

정의하며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한다.

나. 단계 2 :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에서는 구축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시스템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범위와 구축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은 업무 프로세스, 서비스, 조직의 

관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현황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업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초기에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구축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수행활동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정보화전략계획(ISP) 보고서

- 사업 추진계획

- 사업 예산

①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전략 

및 추진 방향성 검토

②   사업 예산 확인 및 검토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전략 

검토 결과

- 예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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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전략 및 추진 방향성 검토

소프트웨어개발사업과 연관된 업무 추진 방향과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 및 

인터뷰(정보화 전략 관련 실무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정보화 전략 및 방향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정보화 전략 및 방향에 변화가 없는지 

관련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정보화 전략 및 방향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IT부서의 책임자와 인터뷰를 통해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정보화 전략 및 전사 표준과 소프트 

웨어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발주기관 실무자, 아키텍처담당 실무자,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진 범위 및 목표, 방향을 재정의 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고도화 사업이라면 과거 사업수행 계획이나 결과를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한 

시스템 구축 방향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추진조직은 사업에 

대한 상세 분석과 요구사항 정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목표를 검토하여 추진 범위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분야 사업 정의 사업 대상

데이터 이관
OO부 및 OO 기관의 연관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OO 
업무 관련 데이터 이관

- OO부 OO 관련 데이터 이관
- OOO 시스템, OO 홈페이지, OO 
관련 데이터 이관

OOO 시스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OO 정책에 부합하는 OOO 
시스템 구축

- OO 관련 정보 제공
- OO 관련 정보 검색
- OO 관련 정보 관리
- 온라인 OO 활용

OOO 시스템 구축 OO부 및 OO 기관 OO 업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 OO 기관 홈페이지, 국외 인적자원

DB, OOO 시스템과의 연계
- OOO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1. 사업 개요
• 사업명: OOO 시스템 구축

• 사업 목적: 외국인 사용자와 한국인 사용자 양측 모두의 접근도 향상을 위해 한국 산업 강점 분야 I T에 기반한

차별화된 온라인 시스템 구축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유비쿼터스 시대에 OO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OO 업무의 절차/통로의 시스템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부처별, 교육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OO 업무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처리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가 제고되어야 함

• 정보 제공 편의 중심의 정보 서비스 체계를 수요자인 사용자, 관계 부처, 관계 기관, 관련 이해관계자들 위주의

서비스로 개편해야 함

3. 사업 범위

그림 Ⅱ-3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추진 배경 및 범위 검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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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예산 확인 및 검토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할당되어 있는 예산금액을 확인하고, 

목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운영에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 예산을 확인하고, 차후 제안 요구사항들이 구체화, 상세화 될 경우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측하고, 예산 증액 방법과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수행활동 2.2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추진 계획

①  시스템 주 사용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파악

②  이해관계자별 상위 개념의 

요구사항 도출

- 시스템 주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목록

-  이해관계자 상위개념 

요구사항 목록

① 시스템 주 사용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파악

사업은 수행조직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공통된 목표와 추진방향이 공유되어 그 목표를 

이루려는 의도가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경우 시스템 주 사용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안 요구사항 작성에 매우 중요한 원천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를 파악한다.

소프트웨어개발사업 범위 및 목적을 토대로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을 정의하고 

연관된 조직 및 실무자를 선정한다.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개발될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그룹을 고려하여, 설문 및 인터뷰를 수행할 실무자를 식별한다. 이는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에 따라 요구사항이나 규정 적용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 이전 단계에서 사용자를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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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스템구분 담당자명 정보서비스담당 비고

총괄 경영 총괄 이OO 단장

정보전략팀 정보화 전략 총괄 신OO 팀장 최OO

정보전략팀 전보화 전략 총괄 김OO 책임 최OO

정보전략팀 정보화 전략 총괄 이OO 책임 최OO

OO청 OO 시스템 김OO 책임 안OO

OO청 OO 시스템 이OO 책임 안OO

OO청 OO 시스템 박OO 책임 안OO

OO청 OO 시스템 최OO 책임 안OO

OO기관 △△ 시스템 안OO 책임 김OO

OO기관 △△ 시스템 윤OO 책임 김OO

OO기관 △△ 시스템 김OO책임 김OO

OO기관 △△ 시스템 김OO 책임 김OO

그림 Ⅱ-4 시스템 이해관계자 목록 작성 사례

② 이해관계자별 상위개념의 요구사항 도출

사업 수행 내부 조직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스템 구축 목표 및 대략적인 기능 등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이들이 언제 

참여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시스템 주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사항,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 사업의 방향성을 서로 협의하여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범위를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한다.

또한 상위관리자 중 소프트웨어개발사업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목표 및 방향을 파악한다.

수행활동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정보화 전략 방향

- 사업계획

-  이해관계자상위 

개념 요구사항

①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  사업 추진 범위 및 방향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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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발주기관 실무자, 아키텍처담당 실무자, 관련 과제별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 사업 

수행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 추진범위에 대한 협의를 수행하고,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 및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한다. 또한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된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정보화 전략 

방향과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정의한다.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은 구축 이전에 물리적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사업의 범위와 추진방향이 변경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정보화 전략 방향 및 이해관계자의 상위개념 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주요 추진범위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Ⅱ-5 상위개념 요구사항에 따른 주요 추진범위 사례

다. 단계 3 :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에서는 목표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 정보화 여부, 

연계 시스템, 시스템 운용환경, 운영 현황, 전사 아키텍처 구조 등 정보시스템 전체 환경과 

특성을 파악하고,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술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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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시스템이 제공 

하는 기능 및 문제점, 구축 시 유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구사항에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한다.

수행활동 3.1 내·외부환경 분석(선택)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수행활동 3.1 내·외부 환경 분석 참조

수행활동 3.2 내·외부 현황 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전략 

검토 결과

- 전사 조직 구성도

- 이해관계자 목록

- 업무 프로세스

-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인터페이스 현황

- 관련 시스템 기능 구성도

-   관련 시스템 운용 

환경구성도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3.2.1 내부 업무현황 분석

3.2.2 내부 기술현황 분석

3.2.3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3.2.4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   관련조직 및 

업무프로세스 현황 분석

- 이해관계자 목록(보완)

-  기술 및 정보시스템현황 

분석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세부수행활동 3.2.1 내부 업무 현황 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전략 

검토 결과

- 전사 조직 구성도

- 이해관계자 목록

- 업무 프로세스

①  내부 업무현황 분석

-  관련조직 및 업무프로세스 

현황 분석

-  이해관계자 목록(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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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부 업무 현황 분석

전사 조직구성과 업무 프로세스 등 전체 업무에 대한 현황을 이해하고, 목표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조직과 프로세스를 선별해 낸다. 이를 기반으로 목표 시스템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와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현재의 업무 처리의 문제점을 식별한다.

정보시스템의 개선사항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슈나 

문제점은 사용자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다.

업무 요구사항 분석을 준비하면서 ‘수행활동 2.2 :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에서 식별한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요구사항을 도출할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장비구성,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들로부터 현 시스템의 문제점 및 목표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요구사항 

분류 영역별로 체크리스트를 준비한다.

그림 Ⅱ-6 상업무 프로세스 현황 및 관련 시스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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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3.2.2 기술 현황 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관련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인터페이스 현황

- 관련 시스템 기능 구성도

-  관련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①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이슈 

분석

②  시스템 간 인테페이스현황 

및 기능 파악

③  시스템 운용환경 현황 및 

이슈 분석

④  전사 아키텍처 및 기술표준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 시스템 현황 

분석

①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이슈 분석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이 기 구축되어 있어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기능과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보시스템의 기능구성도와 사용자 매뉴얼 등을 통해 기본적인 

기능을 파악하고, 관련된 업무와 연계하여 현재 부족한 기능을 도출한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관련된 시스템 정보, DB 정보, 처리 프로세스 등의 내용과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기능을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업무처리 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기능, 추가 구축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표 Ⅱ-2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분석 예시

기본 정보

응용시스템 명 ... 지원 업무 ...

응용시스템 유형 ... 응용시스템 사용언어 ...

응용시스템 설명 ...

사용 정보 사용 부서 ... 사용 주체 ...

운영 정보 현업 부서 ... IT 담당 ...

도입 정보
구분(자체개발, 패키지) ... 도입 시기 ...

공급자명 ... 패키지 명/버전 ...

시스템 정보 서버명 ... 플랫폼 ...

데이터 정보 DB 명 ... DBMS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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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스템 구축일 경우에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구사항들이 실제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 그룹이나 유사 정보시스템의 타사 구축사례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규 시스템은 업무 프로세스 현황 및 이슈 분석, 

유사사례 조사 단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분 시스템명 시스템내용 개발언어/기술

경영관리
시스템

급여관리시스템 직원들의기본적인 급여관리와 연말정산및 퇴직금을 관리하는시스템

파워빌더

인사관리시스템 직원현황및 개인별 인적사항

회계관리시스템
본원의예산집행에 따른증빙/원천세/입금/지급/장부/결산/재무 등을 관
리하는시스템

예산관리시스템
예산제도를 통해 본원의 경영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할 있도록 예산편성, 
예산결산, 예산현황 등을 관리하는시스템

자산관리시스템 자산의구매 및 검수와 고정자산을 관리하는시스템

구매계약관리
시스템

자산구매및 용역사업수행 시 구매요구, 구매계약체결, 대금지급, 용역
계약체결, 용역검수, 입찰등을 관리하는시스템

자바,ＪＳＰ수입관리시스템 정산프로세스(제작센터, 입장료, 주차장수입 등)를 관리하는시스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조직및 개인단위 성과관리 및 직원, 업무성과평가, 부서 경영평가 등
성과관리를 위한시스템

OO 시스템 (구) 경영정보시스템 자바,ＪＳＰ

업무지원
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전자문서의 유통및 배포, 관리하는시스템 자바,ＪＳＰ

SMS 문자메세지를 비롯해 음성안내, 팩스등의 통합 메시징시스템 ａｓｐ

WebMail 메일기능, 메일관리기능, 스팸 및보안기능등의웹메일시스템 자바,ＪＳＰ

대용량메일 대량의메일을발송하기위한메일시스템 자바,ＪＳＰ

WebDisk 웹하드시스템 ＣＧＩ，Ｐｅｒｌ

그림 Ⅱ-7 정보시스템 기능 및 개발기술 분석 사례

그림 Ⅱ-8 구축 시스템에 대한 이슈 및 문제점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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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현황 및 기능 파악

최근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은 단독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각 시스템들 간의 

수많은 데이터와 기능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목표 시스템과 

연계되는 업무와 시스템을 파악하고, 어떤 기능과 데이터들이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연계되어 있는 업무, 시스템 기능, 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연계된 시스템 간 호환성과 기술 현황(개발언어, 

플랫폼, 보안문제 등)을 파악하여 구축 시 시사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표 Ⅱ-3 관련 시스템 간 데이터 보유 및 연계 정보 작성 예시

데이터 명
(엔티티 명)

데이터 
형식

송신시스템
(응용시스템)

수신시스템
(응용시스템)

연계 
방식

주 기

직원 ID 숫자 A 시스템 B 시스템 TCP/IP Batch

직원 연봉 숫자 B 시스템 A 시스템 단말 수시

... ... ... ... ... ...

계약관리시스템 회계관리시스템

통합 Portal

수입관리시스템 예산관리시스템

OOO 시스템

내부시스템연계

Clean 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

회계팀

각관련부서

계약팀

인사팀

장부관리정보

계약정보

발의정보

신청정보

임대관리정보

수입관리정보

성과평가정보

인사,부서정보

내부주요사용자 주요구축기능

그림 Ⅱ-9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구축 현황 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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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스템 운용환경 현황 분석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도입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거나 기존의 사용 

장비들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 전사 또는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HW, 소프트웨어, NW, OS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구분 시스템명 서버용도 제조사/모델 주요스펙(ＣＰＵ，
메모리,하드) ＯＳ

ＷＥＢ／
ＷＡＳ

ＤＢ

경영관리
시스템

급여관리시스템

APP

DB

Sun M5000 #2

Sun M5000 #1

CPU:US-64 2.4G 
4Core
Memory:16G
Disk:400G

CPU:US-64 2.4G 
4Core
Memory:8G
Disk:400G

Solaris 8 
SPARC

Solaris 10
SPARC

WEB : iPlanet Web 
Server
WAS : Sybase 
EAServer
SSO : SSO Engine
리포팅툴 : Report 
Designer

Sybase ASE

인사관리시스템

회계관리시스템

예산관리시스템

자산관리시스템

구매계약관리
시스템

수입관리시스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APP,DB Sun V440
CPU:US-IIIi 1.5G 2x
Memory:4G
Disk:40G

Solaris 9
SPARC Tomcat Oracle STD

OOO 시스템

APP

DB

IBM x335

IBM P650

CPU:Xeon 2.8G 4
Memory:2G
Disk:300G
CPU:Power4+ 1.2G 
4
Memory:8G
Disk:300G

Linux

Linux

Tomcat Oracle E.E

그림 Ⅱ-10 정보시스템 운영 플랫폼 및 기술구성 현황 분석 사례

④ 전사 아키텍처 및 기술표준 현황 분석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기술 요구사항 등은 전사 아키텍처 관점에서 기술표준 부합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스템 HW, 시스템 소프트웨어, 지원 도구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시스템의 기반 구조를 파악한다.

전사 아키텍처 현황을 기준으로 기술표준 현황을 분석한다. 사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공통 프로세스, 기법, 도구 등이 전 시스템에 걸쳐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본 과정을 통해 개발할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상세화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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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3.2.3 내부 유지관리 현황 분석(선택)

소프트웨어사업 유지관리 3장 3.1.2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참조할 것

세부수행활동 3.2.4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선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정보 시스템 현황 

분석

①  시장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① 시장 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구축하고자 하는 유사한 업무나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 시장 내 상용 

제품으로 존재한다던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축 

사례들을 조사하여 향후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유사사례 조사는 

정보시스템이 제공해야할 기능 파악 및 현실적인 목표설정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시장 내 존재하는 상용제품의 경우 성능이나 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례를 

찾아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만족도 수준 등을 조사한다.

유사사례 조사 수행 시 조사항목을 중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 분석을 통해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공 기능, 구축 시 유의사항, 실패요소 등을 조사한다.

수행활동 3.3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유지관리 현황 분석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①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시사점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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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결과,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 유지관리 

현황 분석 결과와 유사사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림 Ⅱ-11 시사점 및 개선사항 작성 사례

수행활동 3.4 사업추진범위 및 방향성 검토/보완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범위 및 방향성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이해관계자 목록

①  이해관계자 검토 및 보완

②  사 업 추 진 범 위  확 정  및 

의사결정권자 승인

- 사업 범위 및 방향성(보완)

① 이해관계자 검토 및 보완

사업 내부 조직에서 검토회의를 통해 앞서 수립된 사업구축 범위 및 방향성과 정보시스템 

주요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구축 범위 및 방향성을 수정한다. 

내부업무현황 분석 및 내부기술현황 분석 활동을 거치면서 보완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수정된 범위 및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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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추진범위 확정 및 의사결정권자 승인

사업범위 및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들뿐 아니라 본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사업의 추진목표와 상위개념의 사업추진 범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진 범위에 대한 조정과 

논란으로 인해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예산과 기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구분 세부구분 관련부서 최종의사결정자 추진여부 비고

OO 관리
부문

EP OO 관리팀 OOO O 연계대상정리

그룹웨어(결재, 게시판) OO 관리팀 OOO O
추진방향의사결정필요

메일/UC OO 관리팀 OOO X

모바일오피스 OO 관리팀 OOO X

통합검색 OO 관리팀 OOO O 통합검색대상정보

EDMS OO 관리팀 OOO O EDMS 구축대상정보

e-Disk OO 관리팀 OOO X

IPTV OO 관리팀 OOO X

통합권한관리 OO 관리팀 OOO O

과제관리
부문

사업기획 OO 기획팀 OOO O

사업관리 OO 관리팀 OOO O

과제수행 OO 관리팀, OO 관리팀 OOO O

OO 시스템관리 OO 혁신팀, OO 관리팀 OOO O

타임카드 OO 팀, OO 관리팀 OOO O

기술이전관리 OO 이전팀 OOO O

연구장려금관리 OO 관리팀 OOO O

OO 시스템관리 OO 혁신팀 OOO O

지적재산관리 지적재산팀 OOO X

그림 Ⅱ-12 사업범위에 대한 의사결정자 승인 결과서 작성 사례

라. 단계 4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될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단계3에서 파악된 시사점 및 개선사항과 사업범위 및 방향성을 토대로 시스템 장비구성,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등 11개 요구사항 분류기준 항목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의한다.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구축 방향성이나 기능이 달라질 수 있고, 

개발 이전에 구체적인 목표 시스템(To-be System)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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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도출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와 기능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구축된 이후 운영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또한 상세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수행활동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사업범위 및 방향성

- 업무 및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이해관계자 목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①  인터뷰 대상 정의 및 질의서 

준비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도출

- 인터뷰 계획

- 인터뷰 질의서

- 인터뷰 결과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① 인터뷰 대상 정의 및 질의서 준비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서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최종사용자, 

운영 담당자, 기타 의사결정 관련 담당자 등) 목록을 참조하여 인터뷰(또는 설문) 대상자를 

선별하고, 인터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주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인터뷰 질의서를 작성한다.

표 Ⅱ-4 인터뷰 계획 및 대상 정의 예시

구 분
AM PM

10 :00~12 :00 14 :00~16 :00 16 :00~18 :00

YY-MM-DD
-  인터뷰 계획 확인 및 

공문 발송

-  인터뷰 계획 확인 및 

공문 발송

-  김OO 차장 

(소프트웨어개발업체)

YY-MM-DD

- 원OO 박사 : 담당분야

-  김OO 연구관 : 

담당분야

- 정OO 과장 : 담당분야 - 이OO 과장 : 담당분야

YY-MM-DD
- 하OO 과장 : 담당분야

- 송OO 과장 : 담당분야
- 정OO 과장 : 담당분야 - 김OO 부장 : 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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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을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향후 

시스템을 적용할 업무 범주에 포함되는 현업 및 IT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 범위 및 방향성 수립 단계에서 파악된 이해관계자 목록을 참조하고,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에서 파악된 이해관계자를 반영하여 인터뷰 계획을 수립한다. 

인터뷰 대상을 포괄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그림 Ⅱ-13 인터뷰 질의서 작성 사례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도출

사전에 정의된 인터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구축할 시스템의 시스템 장비구성,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등의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인터뷰 수행 시 이해관계자별로 질문 항목을 

차별화하고, 그에 맞는 요구사항을 도출해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최종사용자의 경우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성과 같은 품질 요구사항 

위주로 질의하며, 시스템 운영자일 경우 시스템 장비구성, 성능, 보안, 테스트,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같은 요구사항이나 향후 운영 및 기술지원 같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하여 요구사항이 구체화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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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축된 시스템일 경우 현재 운영 및 활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규 구축 시스템일 

경우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기능과 운영 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도출한다. 사업 유형과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견된 

품질 및 제약사항, 리스크가 포함된 프로젝트 관리,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그리고 

유지관리와 같은 프로젝트 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파악하도록 한다.

그림 Ⅱ-14 인터뷰 결과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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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4.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관련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인터페이스 현황

- 관련 시스템 기능 구성도

-  관련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관련 법제도/표준 및 지침

4.2.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2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3  성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5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6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7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8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9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4.2.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요구사항 정리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성능

· 인터페이스 사용자 시스템

· 데이터

· 테스트

· 보안

· 품질

· 제약사항

·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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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  관련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인터페이스 현황

- 관련 시스템 기능 구성도

-  관련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①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①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목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도입대상 HW, 소프트웨어, NW 등의 장비내역에 

대한 요구사항(품목, 규격, 수량, 용도, 성능, 기능 등)과 장비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 때 공개 소프트웨어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기술 조건(특정 

공급자만 유리한 단순 중앙처리장치 속도와 개수 등)을 명시할 수 없으며, 시스템 

요구사항은 객관적 판단지표로 언급되어야 한다.

시스템 구성도에는 목표 시스템을 위한 도입장비 뿐만 아니라 연계되어야 할 HW, 

소프트웨어, NW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기존 장비와 호환성을 점검하여 

특정제품을 필요로 해서 도입을 해야 하는 장비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한다. HW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예시”및 

공공기관 하드웨어 규모산정 시스템을 통해, 하드웨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조사된 기초 자료 및 업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보시스템의 

아키텍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참조모델을 선택한 후, 기타정보(보정치, 여유율 등)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도입대상 장비의 시스템 규모를 산정한다. 규모산정 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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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장비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도입대상 장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기술하도록 한다.

≫  장비품목 : HW 및 NW, 소프트웨어 등 장비의 종류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 서버인 

경우 서버 종류(DB서버, WEB서버, WAS 서버)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기술한다.

≫  장비 수량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예시”를 참고하여 도출된 HW 및 NW 

규모와 수량을 기술한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권한 별로 제공되는 기능이 상이하므로 

권한에 따라 라이선스 수량을 책정한다.

≫  장비 기능 : 시스템 용도 및 서비스 형태를 기술한다. 소프트웨어인 경우, 제공해야 

하는 기능을 기술하며, 도출된 기능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라면 기능 요약과 

함께 기능 요구사항을 기입한다.

≫  장비 성능 및 특징 : HW의 경우, CPU 규모, 메모리 규모, 디스크 규모를 제시하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예시”를 이용한다. NW의 경우, 

전송 속도, 동시세션(Session) 수, 처리율(Throughput) 등 필요한 성능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공받아야 할 기능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그 외 시스템 OS 유형, 보안 등 목표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비에서 

제시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운영환경, GS인증제품, 벤치마킹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정책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DB관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관리

세부 내용

- 장비 품목 : DBMS

- 장비 수량 : 2식

- 장비 기능 : DB관리

-  장비 성능 및 특징 : 개방형(Open)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처리 능력 

지원 및 최신 표준 SQL 규격 지원

그림 Ⅱ-15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작성 사례1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스펙뿐만 아니라 설치에 대한 시간, 자원, 중복된 시스템, 장애 처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제약사항 등 장비설치 요구사항도 같이 도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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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제약사항 : 장비 도입 시기 및 설치 허용 시간 등 장비 도입 및 설치 일정에 영향을 

주는 제약사항을 명시한다.

≫   자원 제약사항 : 장비 설치 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사용자 등 장비 설치를 도와주고 

관리하는 내부 인력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시한다.

≫   중복된 시스템에 대한 제약사항 : 도입된 장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가 

있다면 이를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등 중복 시스템 처리 및 역할, 책임에 대해 

명시한다.

≫  장애 처리 : 도입된 장비 설치로 인해 장애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 시간, 책임 등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을 명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설치 제약 시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설치

세부 

내용

- 대상 장비 : 도입되는 Web 서버 및 DB서버

-  장비 설치 요구사항 : 장비는 업무 외 시간 22:00 ~ 06:00 내에 설치하며, 

도입일 이전에 테스트 환경에서 설치 전후 시스템 및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그림 Ⅱ-16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작성 사례2

세부수행활동 4.2.2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①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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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향후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서비스와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현재의 업무 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 기능들이 구축되어야 하는지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기능 요구사항은 가장 먼저 전체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업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속해있는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준 1 : 단위 업무시스템

≫ 수준 2 : 단위 업무시스템의 주요 업무 기능

≫ 수준 3 : 주요 업무 기능의 세부 업무 기능

분할된 각 기능 간 중복이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분할되는 수준은 

개발 시스템의 규모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세부기능(수준4) 

이상으로의 세분화도 가능하다.

표 Ⅱ-5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구조 분석 예시

응용시스템 기능 정보

수준 1 수준 2 수준 3 구분 연계 정보

회계관리 

시스템

증빙서 관리

세금계산서 관리 신규 사업관리

원천징수내역 관리 기능개선 전자결재

ㆍㆍㆍ

송금내역 관리 ㆍㆍㆍ

그림 Ⅱ-17 시스템 기능 수준별 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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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기능 요구사항 작성 예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FA-001

요구사항 명칭 발의내역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회계관리 시스템 - 발의관리 – 발의내역관리

-  일반발의, 가지급금, 기타발의(회의비 신청서 등) 내역을 관리하고, 

발의내역에 대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는 기능

세부 

내용

① 사용 목적, 사업계정, 계정, 소요예산 등을 입력하는 기능

②  계약 업무, 소액구매, 전문가 수당, 법인카드, 출장 등의 발의내역 등록 

기능

③  급여/퇴직금 산정, 국내/해외 출장비 신청, 평가비 산정, 구매 요청(소액, 

단가) 시 자동 발의 기능

④   발의내역 등록 후, 품의서 생성 기능을 연계하여 발의내역을 품의서 

내용에 반영하는 기능

- 연계기능 : 급여시스템, 인사시스템, 평가시스템, 계약시스템

- 산출물 : 발의내역서

세부수행활동 4.2.3 성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①  성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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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기능 요구사항 등이 상세화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성능 요구사항이란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요소로 시스템이 기능을 수행할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율이 높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으로 성능 요구사항은 어떤 

조건에서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시간이나 처리량 또는 자원의 최대 사용치 등에 대해 

기술한다.

≫  처리속도 및 시간(Time & Speed) : 시스템이 정상이나 부하상태에서 기능을 수행할 

때 처리에 필요한 평균시간을 기술한다.(ex : 평균 응답시간, 평균 처리시간, 평균 

전송시간 등)

≫  처리량(Throughput) : 시스템이 정상이나 부하상태에서 기능을 수행할 때 동시 또는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기술한다. 주로 동시 처리능력(동시 접속자 수, 동시 

데이터 처리 수 등)과 최대 처리능력(최대 사용자 수, 최대 데이터 처리 수 등)을 가지고 

측정한다.

≫  자원 사용량(Use of Resources) : 시스템이 정상이나 부하상태에서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원의 최대 사용치를 기술한다.(ex : 메인 (메모리 점유율, CPU 사용률, 

입출력 자원 사용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전자결재 시스템

세부 

내용

-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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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목표 시스템 웹 페이지

세부 

내용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 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성능 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화면 : 사용자 입력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화면 : 통계기능

세부 

내용

-  통계 기능은 10초 이상(100Mbps 인터넷 접속을 사용해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그림 Ⅱ-18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성능 요구사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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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메모리 점유율, CPU 사용률, 입출력 자원 사용률 등)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현황분석

-  기술 및 정보 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①  사용자인터페이스 

요구사항분석 및 도출

②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분석 및 도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 정보 접근성, 작업 효율성, 정보 유용성 등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등)에서도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준수하도록 하며, 시스템 

및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시 사용자 범주에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양자 등)을 포함하였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이들을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인터페이스 이름, 연계 대상 시스템, 연계 범위 및 내용, 

연계 방식, 송신 데이터, 인터페이스 주기, 기타 고려사항을 명시한다. 내·외부 인터페이스 

대상 시스템/기관과 시스템 연동 방안을 사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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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작성 예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CRM과 VOC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OC 시스템(송신)과 CRM 시스템(수신)간의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VOC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고객 불만 관련 정보를 CRM 시스템에 일 

1회 전달함

- 1일 예상 건수는 500회 정도임

기타 고려 사항

-  (프로젝트 범위 외)VOC 시스템 담당자는 VOC 시스템에서 CRM 

시스템으로 고객 불만 관련 정보를 보내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함

-  목표 시스템 구축 업체는 CRM 시스템을 수정하여 해당 정보를 수정하며, 

VOC 시스템과의 연동 테스트를 함께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  CRM 시스템에 전달된 고객 불만 정보

요구사항 출처 -  OOO 책임

표 Ⅱ-8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작성 예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도움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도움말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기능 사용시 오류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주석
-  사용성은 기능 및 품질요구사항과의 연관성이 높음. 따라서 이들 간에는 

추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출처 - OOO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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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5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①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데이터 요구사항

①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정보시스템 구축 후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초기자료를 구축하거나, 처리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기존 시스템에 존재하거나 별도의 DB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신규 

시스템에 DB 이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요구사항을 정의하도록 한다.

≫ 데이터 식별 : 시스템에 사용될 내·외부 DB 종류와 개략적인 정보를 기술한다.

≫  데이터 관리 :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존하는 방안, 데이터 

제약사항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저장 및 백업, 데이터 보존기간 및 자료저장 

형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 데이터 확장 등과 관련한 제약사항 등을 정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OO 기관의 데이터 관리 지침 및 마스터데이터체계(MDM)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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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초기자료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OOO 시스템의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범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기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 원칙

① 구축할 자료의 성격에 대한 적절한 입력자 선임 및 자료 내용 검증

②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의 이상 유무 확인

③ 자료의 전제적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필수

④ 구축 전 사전 교육의 진행 및 입력 프로그램에 의한 입력

⑤  필요 시 입력 단위/팀별 우선순위, 일정 수립 후 일정계획에 의한 자료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함

그림 Ⅱ-19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데이터 요구사항 작성 사례

초기 자료구축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자료명, 자료내용, 자료의 크기, 

건수/주기, 보존기한, 예상 자료량, 자료형태, 자료 위치 등을 파악해야 하고, 특히 

수작업이 수반되는 변환 부분은 반드시 구체적인 대상 및 분량 등에 대해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대상자료 중 지적재산권 및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데이터 전환 시 수행 시간, 데이터 표준화 등 제약사항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데이터 요구사항은 기능 요구사항과 높은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데이터 요구사항과 기능 

요구사항 사이에는 추적관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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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6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①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데이터 요구사항

①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한다. 이를 위해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함

그림 Ⅱ-20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테스트 요구사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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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7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 관련 표준 및 지침

①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보안 요구사항

①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보안 요구사항은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이 

사용하거나 또는 생성하는 데이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기밀성, 무결성 관점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제약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밀성은 인가받지 못한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나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증과 접근권한 

제어요소를 기술하는 것으로 사용자 인증(인증방법, 인증 수행시점 등)과 사용자 

접근제어(사용자 유형별 접근권한, 접근 제한대상 등) 방식에 주로 적용한다. 무결성은 

데이터나 서비스가 변형이나 훼손되지 않고 의도한 대로 전달되도록 시스템 공격에 대해 

데이터 보호와 복구 방법으로 접근허가나 거부, 사용자 접근이나 변경사항 기록 등을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보안적인 요소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키텍처담당 

실무자 중 보안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 통신, 시스템, 개인정보 등에 대한 기밀 유지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DB 관리자 및 

DB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과 DB 저장 시 암호화가 되어 저장해야 

하는 보안 필드를 조사한다. 내부 사용자에 대한 통합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 외부망에 

접속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데이터 암호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인증 로그인 또는 SSL(Secure Socket Layer)을 사용한 암호화 통신 등 정보시스템이 

적용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또한 개발요원에 대한 보안 교육,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정책 등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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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주요 보안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증 및 권한 보안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 사용자 인증 및 계정 정보보호, 패스워드 

암호화, 그리고 목표 시스템의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보안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화면에 권한이나 

인증절차 없이 나타내는 개인정보, 소스코드(Source Code)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 및 테스트 DB에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데이터 접속 권한 등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 네트워크 접근 통제, 네트워크 장비의 취약성 및 구성 설정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접근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 외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데이터 암호화 

및 기록하는 것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OO 기관, OO 기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이 수행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 및 DB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응용시스템과 DB 간 

데이터 교환 시 PKI 기반 인증과 인가를 거쳐야 함

-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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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외부기관 연동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연계 서버와 업무 서버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  연계 서버 ↔ 유관기관 간 소통자료 보호를 위하여 VPN 등을 활용하거나 

암호화함

그림 Ⅱ-21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보안 요구사항 작성 사례

세부수행활동 4.2.7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 관련 표준 및 지침

①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품질 요구사항

①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품질 요구사항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이들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은 시스템의 

목적과 운영 환경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 시스템이 만족시켜야 하는 품질 

특성에 대해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품질 요구사항은 1)신뢰성, 2)사용성, 3)유지관리성, 

4)이식성, 5)보안성으로 구성된다.

1)  신뢰성 : 신뢰성은 시스템이 지정된 조건에서 얼마만큼 고장 없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가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결함을 복구하는데 걸리는 목표시간 등을 기술한다.

2)  사용성 : 사용성은 사용자가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을 쉽게 운용하거나 배울 수 있도록 

운영, 학습 및 이해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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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성 : 유지관리성은 시스템에 대한 변경 요구가 발생할 때 변경처리 절차나 

또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한다.

4)  이식성 : 이식성은 개발 시스템을 다른 플랫폼이나 운영체제에 설치 또는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속성을 기술한다. 또한 기존 시스템이나 정보와의 상호운용성을 

기술한다.

5)  보안성 : 보안성은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보호와 

관련된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에 대해 기술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결함 발생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기술 관점)

세부 

내용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시간 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림 Ⅱ-22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품질 요구사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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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9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 관련 법제도 및 지침

①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 제약사항

①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 및 도출

앞서 제시한 기능, 기술, 운영 및 기술지원, 리스크 관련 요구사항 외 사업의 특성 및 

범위, 해당 공공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및 제약사항 등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구축 시 도출되는 제약사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특정 프레임워크,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방법론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  데이터 제약사항 : 데이터 사용, 접근 및 마이그레이션 정책과 관련된 제약사항

≫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 : 시스템 설계를 위한 특정 도구나 기술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스템 구현 시 제약사항

≫  업무 제약사항 : 각종 규정, 정책 및 업무규칙, 서비스 수준 계약 등과 관련된 제약사항

≫  표준 제약사항 :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업무 영역의 표준이나 법규, 조직의 내규 

등과 관련된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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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RER-MM-017

요구사항 명칭 OOO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계약진행 - 낙찰자선정 - 법적의무권장사항검토

- 계약 및 거래처에 대한 법적의무권장사항 검토 기능

세부 

내용

- 세부기능

①  전자결재시스템이 구매품의 등록을 결재 후 법적의무권장사항을 검토 

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

②  단가구매요청서의 결재가 난 거래업체는 자동으로 거래처 마스터에 

등록이 되고 법적의무권장사항이 검토되도록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

③  중기청 등의 자료 (중소기업, 친환경업체 등의 대한 정보)가 참고 가능 

하도록 새로운 창으로 불러오는 기능

④   법적의무권장사항의 내용을 회사별, 계약내용 별 구분을 하여 체크 할 

수 있는 분류 기능

- 연계기능

① 전자결재시스템의 결재 (구매품의 등록 결재)

② 계약시스템의 거래처 마스터 (단가구매 거래처)

그림 Ⅱ-23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제약사항(업무) 작성 사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반영함

-  본원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며, 

추가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그림 Ⅱ-24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제약사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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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추진계획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①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①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석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한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 해당 공공기관의 표준 방법론이 있을 경우 방법론의 단계와 활동을 제시하고, 

범위와 일정을 고려하여 방법론에 맞게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 없을 경우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 조직 : 프로젝트의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인력의 월별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사업범위, 일정, 비용, 인력, 리스크, 품질관리, 형상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하도록 기술한다.

≫  프로젝트 일정계획 : 사업 요구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제안하도록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요구사항 관리 : 요구사항 관리 및 단계별 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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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림 Ⅱ-25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작성 사례

세부수행활동 4.2.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정의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①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②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③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①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업무, 장애발생 시 장애 조치 및 

하자보수요원 대응 시간 등 구축된 시스템의 하자보수 활동을 위한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 등의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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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하자보수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설계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소프트웨어 및 HW의 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그림 Ⅱ-26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작성 사례

②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운영 조직, 보안대책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단위업무별 처리 요구사항, 

필수 기능, 운용 시간 등을 파악하고, 관리 및 운영 기관 및 조직의 업무, 그리고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  운영업무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안정화 및 정상운용을 위한 단위 업무별 처리 

요구사항, 필수기능, 운용시간, 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운영조직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안정화 지원조직 및 정상운용을 위한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  고려사항 : 목표 시스템 안정화 및 정상운용 시 따라야 하는 지침 및 정책사항, 그 외 

안정화 및 정상운용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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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Y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운영, HW,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 관리 총괄, 헬프데스크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함

-  통신망 사업자와 긴밀한 연락 체제를 유지하여 네트워크 장애발생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며, 시스템 운영 용역회사는 항상 네트워크가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Y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세부 

내용

- 목표 시스템 가동 이후, [5개월 동안] 안정화 활동 수행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Y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세부 

내용

-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 및 예비제품 확보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 실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그림 Ⅱ-27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프로젝트 지원(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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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석

개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운용자 교육 내용, 교육 대상, 교육 기간, 인원, 횟수, 교육 

방법 등 교육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대상 범위, 기술지원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헬프데스크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제안사가 기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교육/기술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 목표 시스템(소프트웨어) 실행 방법, 목표 

시스템(소프트웨어) 제거 방법, 목표 시스템 세부 기능사용 방법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 그룹 중 처음 목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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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교육/기술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반 소프트웨어 및 장비 제조사가 인증하는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①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도입장비 운용,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②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홈페이지 관리,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구축업체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본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등)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공유방안 제시(예 : 자문회의 개최, 워크숍 

실시, 선진사례 조사 등)

-  본원이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본원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그림 Ⅱ-28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프로젝트 지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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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4.3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및 검토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제약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①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상세내역 검토 및 확정

- 요구사항

상세내역

①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사업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서식에 맞추어 

요구사항 상세 내역을 작성한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요구사항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등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   요구사항 고유번호(ID) :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사업수행, 사업 

완료 및 검수까지 변경, 삭제, 수정 여부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각 기관에 따라 요구사항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규칙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작성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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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요구사항 분류별 번호부여 예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 규칙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000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공사 요구사항 ENgineering Requirement ENR-000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 요구사항 명칭 : 명확하고 세분화된 수준(level)l에서 요구사항 명칭을 작성한다.

㉢ 요구사항 분류 : 관련된 요구사항을 11개의 상세 요구사항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에 대한 간략하게 정의한다.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거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   산출정보 : 해당 요구사항의 구현을 통해 사업완료 후 어떠한 산출물이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작성한다. 요구사항에 따라 산출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해당 시)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64

㉦   관련 요구사항 : 정의된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술한다.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이 있는 성능 요구사항에 있으면 그 성능 요구사항을 

기술한다.(해당 시)

㉧   요구사항 출처 : 해당 요구사항이 어느 출처로부터 도출되었는지를 기입하여 향후 

요구사항 변경이나 수정, 삭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사업수행 시 상세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인터뷰 필요 시 참조하도록 

한다. (제안 요청서에는 명시하지 않음)

그림 Ⅱ-29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예시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상세내역 검토 및 확정

작성된 개개의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을 분류기준 별로 분류하여 요구사항 상세 내역 

초안을 작성한다. 이해관계자는 상세 내역에 요구사항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업담당자는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요구사항 상세 내역에 반영하고 최종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의 범위 및 

요구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기간 내 목표 요구사항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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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0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요구사항 상세 내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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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계 5 :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에서는 사업 발주에 앞서 사업 전체에 대한 추진 범위 

및 기간을 확정함과 동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조정 및 확보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본 

단계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되어야 하는 조직 및 역할에 대해서 정의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4호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2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에서 기술하고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가능성을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구매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기 언급된 

내용들은 단계4에서 작성한 요구사항 상세내역과 함께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요소를 

선정한다.

수행활동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 요구사항 상세내역

- 내부 조직 체계도

①  사업추진 범위 및 기간 확정

②  사업 예산 조정 및 예산 

확정

③  사업추진 조직 및 역할 확정

④  사업 연관성 파악 및 

발주일정 계획 수립

⑤ 상용SW 구매 가능성 검토

- 사업추진 범위 및 일정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예산 

산출 내역

- 사업추진조직 및 역할

-  상용SW 구매 가능성 검토 

결과

① 사업추진 범위 및 기간 확정

해당사업의 추진 범위를 확정하는 과업이 수행된다. 사업 범위 및 방향성 수립 단계에서 

정의한 추진 범위가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변동이 있는지 파악한다. 초기 수립된 범위에서 

벗어나는 요구사항에 대해 범위에서 제외할지 수용할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의하여 개발 범위를 최종 확정한다.

연도별/단계별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사업범위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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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및 기간의 확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총 수행기간, 일정별 주요 

이벤트(사업 발주, 선정 및 평가, 착수, 서비스 개통일 등)를 월별 또는 업무별로 수립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다수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경우, 각 시스템의 개발 시점에 대해 

통합 또는 단계별 추진 등을 포함한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

그림 Ⅱ-31 사업추진 일정표 작성 사례

② 사업 예산 조정 및 예산 확정

요구사항 상세 내역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예산을 산정한다. 예산은 한국소프트 

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참고하며, 예산을 토대로 예산 

산출 내역을 작성, 검토 후 확정한다.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예산은 크게 개발 용역비와 

장비 구입비, 기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개발용역비는 소프트웨어개발비,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DB 구축비를 포함하며, 장비 구입비는 소프트웨어 구매, HW 

구매, 그리고 기타 필요장비 구매비용을 포함한다.

③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 확정

기존의 사업수행 내부조직에 관련부서(기타 이해관계부서) 담당자를 포함하여 사업 

수행 조직을 보완하고 조직/인력별 역할을 확정한다. 사업수행 조직은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수행, 향후 관리 및 운영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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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2 사업추진 체계 작성 사례

사업추진 활동에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추진조직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업 추진 전 이해관계자의 구성과 각 주체별 역할 및 기능 정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의 총괄책임 주체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특정 부분에 대한  

수행 여부 확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자료 요청, 이슈가 발생한 부서에 대해 인력·산출물 

조정 등의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림 Ⅱ-33 조직별 역할 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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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 연관성 파악 및 발주일정 계획 수립

사업 연관성 파악은 발주일정 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다년간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나 본 사업수행의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주예정인 

타사업의 결과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경우, 본 사업의 발주일정 계획 수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

⑤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가능성 검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구사항 상세내역을 토대로 이를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이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의 커스터마이징 범위를 분석하여 예산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한다.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상세사항은 관련가이드를 참조한다.

수행활동 5.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①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수립
-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수립

정보시스템의 요구사항 분석과 사업의 특성 및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기준을 선정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수립 관련 상세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가이드’를 참조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70

수행활동 5.3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검토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시스템 구축 범위 및 구축 

내용

- 시스템 기대효과

-   시스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 현황 분석 결과

- 요구사항 상세내역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제도

①  제안요청서 작성

②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등 

최종검토

- 제안요청서

① 제안 요청서 작성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목차를 작성하고, 이전 

단계에서 파악된 현황과 목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상세내역을 기술한다. 또한 입찰 

관련 규정,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필요한 서류 및 제안서에서 사용되는 서식 등을 

제안요청서 내에 포함한다.

표 Ⅱ-10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제안요청서 주요 목차 작성 사례

주요 목차 구성 내용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서비스 내용

3. 사업범위

4. 기대효과

-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배경과 필요성

- 사업 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와 효과

- 사업내용 및 개발범위

-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대효과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2. 정보화 현황

3.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업범위 내에 포함된 업무 정의

-  관련 부처 및 조직 간 정보 교환 및 상호 연계성도식화, 

현행 시스템 구성도 및 현재의 정보화 현황

- 정보화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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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차 구성 내용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추진일정

- 사업추진에 대한 최종목표 및 단계별 추진목표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전략 및 방향

- 추진 조직도

- 입찰 및 제안, 계약 체결, 사업추진 일정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2. 목표시스템 구성도

3.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

3.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3.2 기능 요구사항

3.3 성능 요구사항

3.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5 데이터 요구사항

3.6 테스트 요구사항

3.7 보안 요구사항

3.8 품질 요구사항

3.9 제약사항

3.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도입 장비구성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세부 상세 기능 요구사항 도출

- 시스템의 처리속도, 트랜잭션 처리양 등의 성능사항

- 사용자 편의성, 경험 등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

- 시스템 초기 데이터 구축 및 이관을 위한 요구사항

- 시스템 구축 후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방안

- 시스템의 접근보안, 물리적 보안사항 등의 요구사항

- 시스템의 기능과 프로젝트 관리측면의 품질보증방안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

-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운영방안

-  시스템 구축 이후 하자 및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2. 입찰 관련 정보

3.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식

-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 제안서 제출 안내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협상 방법 및 기준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찰 및 제안에 필요한 서식

Ⅶ. 기타

1. 계약 조건

2. 기타 제안관련 정보

3. 용어 표준 정의

- 제안 기관이 인지해야 할 계약 조건

- 기타 입찰 및 제안에 필요한 정보

-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한 용어 개념 정의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72

②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등 최종검토

작성된 제안요청서에 대해 관련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를 검토 및 보완하고 제안요청서를 

최종 확정한다.

계약 조건 작성에 필요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약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전자정부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제도 >

≫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하도급 제도

≫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제안서 보상

≫ 요구사항 상세화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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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SW사업 영향평가

≫ SW사업정보 제출

≫ 과업심의위원회 등

수행활동 5.4 입찰공고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제안요청서

- 입찰관련 법제도
①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① 입찰공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내에 제안요구사항을 

반영한 제안요청서를 공고한다.

사업담당자는 입찰로부터 계약까지를 내부에서 수행할 것인지 외부기관(조달청 등)에 

의뢰할 것인지 검토한 후 입찰방침이 수립되면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매체에 

공지한다.

입찰공고 후 발주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외부기관(조달청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제안서를 접수하며,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수행활동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제안요청서

-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입찰참가자별제안서

①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②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수행

③ 계약 수행

- 제안서 평가결과

- 계약서

①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발주기관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위원회 구성 방안 

및 평가위원 자격 요건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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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수행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통한 종합평가결과 순으로 협상대상순위를 선정하고, 

최고점을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을 수행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 

위업체와 협상을 재개하거나 차순위업체가 없을 경우 재입찰공고를 한다.

③ 계약 수행

계약 절차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단계 6 :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에서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이 수행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관리 내용을 기술한다. 본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수행 계획서 및 요구사항 상세내역에 대해 누락되었거나 

신규로 추가 반영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최종 작성된 내용에 대해 검토 및 

승인하게 된다.

양자 간에 최종 승인된 사업수행 계획서 및 요구사항 상세내역은 사업관리 및 인수에 

있어 기준이 된다. 사업에 대한 진도 및 성과는 사업수행 계획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관리가 되며, 요구사항의 변경 이력은 요구사항 상세내역에 기록된다. 아울러 

사업수행 계획서와 요구사항 상세내역의 내용은 사업 종료 및 인수 시 검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수행활동 6.1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수행활동 6.1 주요 활동 및 입력정보/기대산출물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제안요청서

- 요구사항 상세내역

- 제안서

- 기술협상내용

- 사업수행 계획서

①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사업수행 계획서(승인)

- 요구사항 상세내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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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서(수정된 요구사항 상세내역 포함)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의 검토 하에 수행 가능 여부 및 요구사항 누락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수행 

계획서의 내용이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를 승인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수행활동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수행 계획서

- 발주기관의 변경관리 절차
①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 요구사항 관리체계

①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사업담당자는 발주기관의 변경관리 절차 등을 기준으로 사업수행자에게 요구사항 추적, 

변경관리방안이 포함된 요구사항 관리방안을 제시토록 요청하고, 변경절차, 서식 등 

세부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최종 승인한다.

그림 Ⅱ-34 요구사항 추적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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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관리 관련지침

- 일정(작업분할구조 WBS)

①  사업 관리

② 인수전략 수립

- 사업관리방안

- 인수전략

① 사업 관리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관리 관련 각종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사업 

관리 활동에는 범위, 일정, 의사소통, 리스크, 이슈, 품질, 형상, 자원관리 등을 포함한다.

그림 Ⅱ-35 관리도구를 활용한 사업 일정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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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수전략 수립

사업담당자는 대상사업의 완료 시 검사 및 인수 등을 위하여 인수전략과 조건을 정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인수전략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계약상 책임 범위 

(검수 불합격, 지체상금 부과 등)와 관련되므로 인수전략과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발사업의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가 수행할 테스트의 범위·테스트 요구사항·테스트 장소

≫ 발주기관이 수행할 운영테스트를 위한 지원

≫ 예비자원, 지원 장비 등을 포함하는 유지관리사항

≫ 사업자에 대한 후속 지원

≫ 소프트웨어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전환 지원

≫ 인수 후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

≫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증(warranty) 등

수행활동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요구사항 정의서

- 일정(작업분할구조 WBS)

①  요구사항 별 충족여부 확인

②  요구사항별충족여부확인 

결과 관리

- 요구사항 추적표

- 이슈 목록

①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사업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는 정의한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사업 개발 단계별로 누락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요구사항추적표 등의 사업관리도구를 

활용하여 단계별 활동과 산출물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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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6 요구사항 추적표를 이용한 충족여부 검토 사례

②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결과 관리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결과,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인수 시 최종 

확인을 위한 이슈목록을 정의한다.

수행활동 6.5 인수 및 사업 종료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계약서

- 사업수행 계획서

- 인수전략

- 검사기준

- 이슈 목록

①  인수 준비

② 검사 및 인수시험

③ 인수 및 사업 종료

- 인수계획

- 인수시험결과

- 인수 및 사업 종료보고서

① 인수 준비

사업담당자는 정의한 인수전략을 기준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인수를 위한 준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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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인수전략과 이슈목록을 검토하고 인수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산출물의 종류와 산출물의 유형을 정리한다.

≫ 각 산출물의 적합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한다.

≫  인수계획에 따라 인수를 추진하며 필요 시 인수위원회나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인수계획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  인수계획서에는 시험사례, 시험자료, 시험절차 및 시험환경에 대한 준비와 공급자의 

참여 정도를 정의해야 한다.

≫  발주자는 인수시험을 준비할 때 최종 사용자 참여를 고려해야 하며, 시스템, 소프트 

웨어 및 소프트웨어서비스에 대한 발주사업 유형에 따라 발주조직 내의 운영 및 

유지보수 조직을 포함해야 한다.

≫  자격시험, 검증 및 확인과 같은 프로세스의 결과는 인수준비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발주자는 인수시험 및 검토를 개발자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검사기준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림 Ⅱ-37 검사기준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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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 및 인수시험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인수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인수계획서에 따라 인수에 참여하는 요원들의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산출물별로 정해진 인수담당요원의 책임 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 각 산출물별 검사 및 시험결과를 문서로 정리한다.

≫  부적합 판정된 산출물이나 결과에 대해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별도의 검사 및 시험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검사 및 인수시험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   발주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서비스가 계약서와 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인수기준과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운영시험을 활용하여 최종사용자의 

시험을 수행한다.

≫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및 시험을 수행한다.

≫  시험기준 및 자료가 초기에 작성된 것이라면, 인수시험에서 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인수 및 사업종료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납품하는 모든 인도물이 계약서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아래의 절차를 기준으로 검사하고, 검사 및 인수시험 결과에 따라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한다.

≫ 인수한 산출물 품목을 인수계획서와 대조하고 확인한다.

≫ 인수한 모든 산출물의 검사 및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 인수계획서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인수 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한다.

≫  사업담당자와 사업자 상호간 사업종료에 합의하고 사업종료보고서와 함께 문서로 

남긴다.

인수 및 사업종료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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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인도하는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만 인수하거나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및 내장형(embedded)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을 인수할 수 있다.

≫  사업담당자가 산출물을 인수한 이후에는 납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형상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형상관리 프로세스를 활용한다.

또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일부 기성부분에 대해 인수할 수 있으며,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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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주안점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발주계획 전 단계에서 사용자 및 운영/관리자 등의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구사항을 

상세히 정의하여야 하며, 초기 도출된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관리와 이력관리가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나.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는 6개 단계, 21개 수행 활동으로 

구성되며, 수행활동별로 기대되는 산출물이 정의되어 있다.

그림 Ⅲ-1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 새롭게 정의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유형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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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발주단계 수 행 활 동

1. 사업 추진 준비단계
1.1 사업수행 내부조직 구성

1.2 사업 추진 체계 수립

2.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2.2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3.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

3.1 내·외부 현황       

분석

3.1.1 내부 업무현황 분석

3.1.2 내부 기술현황 분석

3.1.3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3.1.4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3.2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3.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검토 및 보완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4.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4.2.2 기능 요구사항

4.2.3 성능 요구사항

4.2.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2.5 데이터 요구사항

4.2.6 테스트 요구사항

4.2.7 보안 요구사항

4.2.8 품질 요구사항

4.2.9 제약사항

4.2.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4.2.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3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및 검토

5.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5.2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5.3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건 반영 검토

5.4 입찰공고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6.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6.1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6.5 인수 및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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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주요 활동 및 내용

가. 단계 1 : 사업 추진 준비단계

사업 추진 준비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에서부터,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의 

발주계획 업무를 담당할 내부 조직을 구성하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추진력을 

얻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지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 준비 

단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과업 수행을 경시할 수 있으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발주하기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수행활동 1.1 사업 수행 내부조직 구성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필요성/목적/ 요구 등
①  내부조직 구성 및 역할정의

②  의사결정권자 지원 확보

-  사업추진 내부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① 내부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본 활동에서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 및 발주계획 업무에 참여할 실무자들과 

관련된 조직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 내부조직을 구성하고, 주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 역할 및 책임범위를 정의한다. 

다음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내부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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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사업 수행 내부조직 구성 요소

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 수행조직(관련부서를 포함)이 요구사항 분석·적용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할당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의사결정권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이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  의사결정권자(기관장) :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사업을 이끌어 나갈 의사 

결정권자를 정해야 한다. 의사결정권자는 사업 수행 시 관련 업무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요 역할>

≫ 사업에 대한 전체 방향 제시 및 검증

≫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자원 지원 및 배분

≫ 사업 수행 조직 내 최종적인 의견 조정

≫ 변화수용에 적합한 조직 환경 확립

㉡  사업총괄책임자 :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를 이끌어갈 총 책임자로 

사업 기획, 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급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주로 실무자의 상위 관리자가 사업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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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 사업 전반적인 관리 지원

≫ 사업의 산출물 검토 및 작업방향 제시

≫ 사업의 수행일정 및 내용 기획/조정/수행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활동 건의

㉢  사업 담당부서(담당자) :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에 따라 사업 

기획, 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여러 개의 서비스 및 

업무가 있는 부서의 경우 각 업무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요 역할>

≫ 사업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요구사항 도출

≫ 실질적인 사업 관련 업무 수행

≫ 산출물 작성 및 검토

㉣  관련부서 :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관련된 업무부서의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최종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필요 

시 인터뷰에 응하거나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팀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 인원과 역할, 참여 시기 등이 정의되고 공지 

되어야 한다.  

㉤  외부 전문가 :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당 분야에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수행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과 상세화 

기술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정보시스템 방향을 정의하고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을 지원한다.

② 의사결정권자 지원 확보

의사결정권자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지원 및 수행 방향 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권자는 조직의 비전 및 정보화 전략을 이해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며 적극적이고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지도자적인 자질이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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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사업 수행에 실무자의 참여가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실무자의 시간 할당을 확약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 활동에서는 의사결정권자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조직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의 수행 배경 및 필요성, 수행 업무, 역할을 설명한다. 사업 수행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수행활동 1.2 사업 추진체계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필요성 /목적/요구 등

-  사업추진 내부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①  사업 일정 및 추진체계 수립

②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수립 
- 사업 추진 계획

① 사업 일정 및 추진체계 수립

본 활동에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업무와 계획을 

개략적으로 수립하며, 사업 수행조직이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공유하도록 한다.

②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수립

본 활동에서는 실무자들과 부서 간 발생하는 업무·기술 협의 및 의견 수렴,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업무 정보 전달 시점, 전달 수단 및 관련된 담당자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한다.

나. 단계 2 :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에서는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시스템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범위와 구축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특정 시스템 

운용환경구축 사업은 업무 프로세스, 서비스, 조직의 관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현황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업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초기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구축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90

수행활동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정보화전략계획 보고서(ISP)

- 사업 추진계획

- 사업 예산

①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전략 및 방향성 검토

② 사업 예산 확인 및 검토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전략 

검토 결과

-예산확인

①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전략 및 방향성 검토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과 연관된 업무 추진 방향과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 및 인터뷰(정보화 전략 관련 실무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정보화 전략 및 방향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정보화 전략 및 방향에 변화가 

없는지 관련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정보화 전략 및 방향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IT부서의 책임자와 인터뷰를 통해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정보화 전략 및 전사 표준과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추진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발주기관 실무자, 아키텍처 

담당 실무자,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진 범위 및 목표, 방향을 재정의 하도록 

한다.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일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이 고도화 사업이라면 과거 사업수행 계획이나 결과를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한 시스템 구축 방향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추진조직은 사업에 대한 상세 분석과 요구사항 정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목표를 검토하여 추진 범위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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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사업추진 목적 및 범위 검토 사례

② 사업 예산 확인 및 검토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에 할당되어 있는 예산금액을 확인하고, 

목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운영에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 예산을 확인하고, 차후 제안 요구사항들이 구체화, 상세화될 경우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측하고, 예산 증액 방법과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수행활동 2.2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추진 계획

①  시스템 주 사용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파악

②  이해관계자별 상위개념의 

요구사항 도출

-  시스템 주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목록

-  이해관계자 상위개념 

요구사항 목록

① 시스템 주 사용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파악

사업은 수행조직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공통된 목표와 방향이 공유되어 그 목표를 

이루려는 의도가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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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모든 사용자를 포괄하여 전 기관에 걸쳐 있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 주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들이 제안 요청서의 요구사항 작성에 매우 중요한 원천 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를 파악한다.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범위 및 목적을 토대로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을 정의하고 

연관된 조직 및 실무자를 선정한다.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구축될 

시스템 운용환경의 사용자 그룹을 고려하여, 설문 및 인터뷰를 수행할 실무자를 식별한다. 

이는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에 따라 요구사항이나 규정 적용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 이전 단계에서 사용자를 정의해야 한다. 

구분 시스템구분 담당자명 정보서비스담당 비고

총괄 경영 총괄 이OO 단장

정보전략팀 정보화 전략 총괄 신OO 팀장 최OO

정보전략팀 전보화 전략 총괄 김OO 책임 최OO

정보전략팀 정보화 전략 총괄 이OO 책임 최OO

OO청 OO 시스템 김OO 책임 안OO

OO청 OO 시스템 이OO 책임 안OO

OO청 OO 시스템 박OO 책임 안OO

OO청 OO 시스템 최OO 책임 안OO

OO기관 △△ 시스템 안OO 책임 김OO

OO기관 △△ 시스템 윤OO 책임 김OO

OO기관 △△ 시스템 김OO 책임 김OO

OO기관 △△ 시스템 김OO 책임 김OO

인프라구축사업이해관계자대상목록

그림 Ⅲ-4 이해관계자 목록 작성 사례

② 이해관계자별 상위개념의 요구사항 도출

사업 수행 내부 조직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스템 구축 목표 및 대략적인 기능 등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이들이 언제 

참여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시스템 주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사항, 

고려해야 할 요인, 사업의 방향성을 서로 협의하여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범위를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한다. 

또한 상위관리자 중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상위개념의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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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정보화 전략 방향

- 사업계획

-  이해관계자 상위 개념 

요구사항

①  사업 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  사업 추진 범위 및 방향성 

정의 

① 사업 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발주기관 실무자, 아키텍처담당 실무자, 관련 과제별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 사업 수행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 추진범위에 대한 협의를 수행하고,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 및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한다. 또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과 관련된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정보화 

전략 방향과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정의한다.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은 구축 범위 및 형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목표 서비스 시스템의 특성, 데이터 특성 및 용량, 사용자 수 및 

특성, 요구되는 성능, 트래픽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주요 추진 범위를 

정의한다. 

그림 Ⅲ-5 주요 추진 범위 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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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계 3 :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에서는 목표 시스템 운용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 

프로세스, 정보화 여부,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운용환경, 시스템 운용환경 및 운영 

현황, 전사 아키텍처 구조 등 공공기관 시스템 운용환경의 전체 환경과 특성을 파악 

하고, 시스템 운용환경과 관련된 기술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을 보다 

정확히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및 문제점, 구축 시 유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구사항에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한다.

수행활동 3.1 내·외부 현황 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전략 

검토 결과

- 전사 조직 구조도

- 이해관계자 목록

- 업무 프로세스

-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인터페이스 현황

- 관련 시스템 기능 구성도

-  관련 시스템 운용환경구성도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3.1.1 내부 기술현황 분석

3.1.2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3.1.3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  이해관계자 목록(보완) 및 

인터뷰 체크리스트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기술 동향 분석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유지관리 현황 분석 

세부수행활동 3.1.1 내부 기술 현황 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관련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인터페이스 현황

- 관련 시스템 기능 구성도

-  관련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①   전사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현황 분석

②  시스템 운용환경 현황 및 

기술 표준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이해관계자 목록(보완) 및 

인터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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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사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현황 분석

본 단계에서는 시스템 운용환경 및 관련 시스템 구조, 아키텍처 구성을 파악하고 현 

시스템 운용환경의 문제점 및 현황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발주기관 IT 실무자, 아키텍처 

담당 실무자, 시스템 운용환경 운영/관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범위 내에 포함되는 주요 업무 내용 및 수행조직, 시스템 운용환경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관련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흐름, 정보화 현황, 공공기관의 

전사 시스템 운용환경 및 특성을 파악하고, 시스템 운용환경과 관련된 HW, 소프트웨어, 

NW, 데이터, 보안 구조 및 현황을 파악한다.

그림 Ⅲ-6 전사 아키텍처 구성 요소 간 관계도 사례

시스템 운용환경의 구성 변경에 따라 전사 시스템 구성 및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스템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용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스템 운용환경을 구성하는 HW, 소프트웨어, NW 내부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 기능을 정의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운용환경 확장 여부를 본 활동을 통해 파악한다.

② 시스템 운용환경 현황 및 기술 표준 현황 분석

장비 보유 현황 및 운용 데이터를 참조하여, 유휴 장비는 없는지, 시스템과 연계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지표로 실태를 조사한다. 현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를 작성하여 시스템의 큰 그림을 파악하면 재구성이 필요한 세부내용을 

도출할 때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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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구성도

그림 Ⅲ-7 현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 사례

모델 드라이브 드라이브수 슬롯장착수 슬롯사용수 관리서버 SAN 스위치

IBM 3584 
(단위통합)

LT O 3 12 380 300
IBM P570 

1Core, 2GB 
(Y5p6a7)

30/32 랙 !EA

HP MSA1000
(OO연수원)

NAS(없음)  
(100B 할당)

없음
(20EA)

없음 없음
HP DL380O5 
4Core, 4GB 

(eHRD- T SM)
없음

IBM T S3310
(포털)

LT O 3 2 30 19
IBM P570 

1Core, 2GB 
(y6p5b7)

16/32

IBM T S3100
(공제ALM)

LT O 3 1 10 5
DB 서버공유
IBM P55A 

4Core, 16GB
16/32

IBM T S3200
(지로이미지)

LT O 3 2 35 미사용 서버없음 8/8

IBM T S3310
(공제이미지)

LT O 4 2 35 16
IBM P550 

2Core, 4GB 
(1MGBK01T )

24/24

IBM T S3310
(수표이미지)

LT O 3 4 125 59(100)
IBM P520 

2Core, 4GB 
(SPYAPDBT )

8/8

계 - 23 616 399(499) - -

백업장비현황

* SAN SW 이중화구성(사용포트수/총포트수)
* 마이그레이션테이프수량: 약 500개

그림 Ⅲ-8 시스템 운용환경 장비 현황 사례

정책 및 지침이 변경되면 시스템 운용환경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사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과 관련된 표준화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현 기술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표준 정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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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용환경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업무 내역과 장비구성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현 시스템 운용환경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시 특정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현황과 이슈를 분석한다는 관점에서 관련 업무 

프로세스와 연관 지어 시스템 운용환경 장비구성 현황과 관련된 운영이력 정보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 요구사항 분석을 준비하면서 ‘수행활동 2.2 :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에서 식별한 

시스템 운용환경 운영/관리자 중에서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요구사항을 도출할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장비구성,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스템 운용환경 운영/관리자로부터 현 시스템 운용환경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요구사항 분류 영역별로 체크리스트를 준비한다.

표 Ⅲ-2 운용환경 현황 분석을 위한 인터뷰 및 설문 대상자 선정 사례

요구사항 분류기준

확인 여부

시스템
 운용환경 운영 

/관리자

아키텍처 
담당자

시스템 
담당자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선택) ● ●

성능 요구사항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선택) ●

테스트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 ●

제약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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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3.1.2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소프트웨어사업 유지관리 3장 3.1.2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참조할 것

세부수행활동 3.1.2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① 관련 기술 동향 분석

②  관련 기술시장 및 공급자 

기술 조사·분석

③  관련 기술 도입 유사사례 

조사

④  관련 기술 대안 도출 및 

비교평가 (선택)

⑤  적용 기술 적정성 평가 및 

결정 (선택)

- 기술 동향 분석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① 관련 기술 동향 분석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 동향의 분석은 시스템 운용 

환경 구축에 앞서 매우 중요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언급하였듯이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은 대내외적 정책 방향에 의하여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시스템 운용환경을 

재구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보다 경제적으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 서비스의 손상 및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사전지식이 요구된다. 관련 기술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신기술이 출현하였을 때 그것이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술 시장 및 공급자 기술 조사·분석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기술을 분석하고, 적용 

적합도가 가장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공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사업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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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기술시장 및 공급자 조사·분석 사례

기술 조사·분석을 통해 선택한 솔루션을 대상으로 시장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자 기술 분석표를 

만들어 요구되는 기술을 보유한 공급자들을 솔루션의 특징에 따라 비교분석한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한 축은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에 적용될 기술의 구현 기반 

위치(서버-클라이언트)이며, 다른 한 축은 기술의 구현 수준(하드웨어-응용시스템) 이다.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상세 성격에 따라 축은 조정이 가능하다. 본 비교표를 토대로 

해당 기관의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적용 가능성이 높은 솔루션을 다시 취사선택한 

다음 재검토를 거쳐 최적의 적용기술 등을 파악한다.

그림 Ⅲ-10 공급자 기술 조사·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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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 기술 도입 유사사례 조사

신기술 및 시장 조사를 통해 동향을 파악했다면, 사업 수행조직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 운용환경에 적합한 환경 혹은 서비스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구축 사례를 조사한다. 해당 기관은 유사사례 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도입해야 할 기술을 결정할 수 있다. 먼저 선진 업체를 조사하고, 대상 업체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유사사례조사 수행 방식 및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정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대상 업체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정보수집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거나 인터뷰 또는 설문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대체한다.

그림 Ⅲ-11 유사사례조사 수행 계획서 사례 

그림 Ⅲ-12 유사사례조사 수행 결과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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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련 기술 대안 도출 및 비교평가(선택)

유사사례조사 수행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한 솔루션별 특징과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대상 솔루션에 대해 비교평가를 수행한다. 여기서 도출된 

유사사례조사 수행 결과의 시사점은 추후 관련 기술 대안 도출 및 비교평가 결과,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영되어야 하는 고려사항이다. 

그림 Ⅲ-13 기술대안 비교평가 수행 사례

⑤ 적용 기술 적정성 평가 및 결정(선택)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솔루션 도입 시의 적용 방안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해당 기관의 기술 현황, 추가 투입비용, 정책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상 결과 및 영향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평가 시 각 영역별로 

파악된 현황 및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슈,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사항과 시사점을 차례로 연결하여 적용 방안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참고하고, 

최종적으로 적용할 솔루션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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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기술평가 사례

수행활동 3.2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시스템 현황

- 유지관리 현황 분석

- 기술 동향 분석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①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시사점 및 개선사항

①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유지관리 현황 분석과 유사사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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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해킹공격차단및 내부
정보자산유출통제 솔루션도입

• 외부해킹공격차단및 내부
정보자산유출통제 기술 도입

전사적업무
프로세스연계미흡

정책대응을위한
인프라역량부재

정보관리수준미흡

• 문제점이즉각드러나지 않는 인프라
운영/관리의특성상문제에 대비하기
위한프로세스관리의정비가 요구됨

• 국가정보자산보호를위한국정원의
업무망/인터넷망분리 정책 대응

• 동일저장공간에내부 업무자료와외부
개인자료가혼재되어개인정보및 내부
업무자료의유출가능성 내재

• 전사정보시스템과인프라간
업무별연계프로세스확립

• 효율성에입각한내부지침수립을
통해업무처리간소화및업무
효율성증대

• 물리적망분리수준의보안성
확보를통해국정원 보안 요건
충족

• 기술확장성및성능보장노력

인프라개선방향성 도출인프라현황 및 문제점

관점 문제점

연계성
솔루션 도입 및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 인프라와
새로운 인프라 간 연계가 어려움

일관성
인프라에 적용할 시스템 및 데이터의 표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 프로세스에서 비효율이 발생함

장애 대응
인프라 역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대응력이
미흡함

1

2

3

4

5

6

그림 Ⅲ-15 시스템 운용환경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 작성 사례

수행활동 3.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검토 및 보완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범위 및 방향성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이해관계자 목록

① 이해관계자 검토 및 보완

②  사업추진범위 확정 및 

의사결정권자 승인

- 사업 범위 및 방향성(보완)

① 이해관계자 검토 및 보완

사업 내부 조직에서 검토회의를 통해 앞서 수립된 사업구축 범위 및 방향성과 정보시스템 

주요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구축 범위 및 방향성을 수정한다. 

업무 및 기술현황 분석 단계를 거치면서 보완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수정된 범위 및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 및 확인을 한다. 이해관계자들과의 검토 및 확인을 통해서 드러난 

보완사항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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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사업범위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승인 결과서 작성 사례

② 사업 추진범위 확정 및 의사결정권자 승인

사업 추진범위 및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사업의 추진목표와 상위개념의 사업추진 범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진 범위에 대한 

조정과 논란으로 인해 진행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예산과 기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라. 단계 4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될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단계3에서 파악된 시사점 및 개선사항을 토대로 시스템 장비구성,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등 11개 

요구사항 분류기준 항목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의한다.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구축 방향성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운용환경 구축 이전에 구체적인 목표 시스템(To-be System)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도출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함에 따라, 운영환경의 성능 및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구축된 이후 운영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또한 상세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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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범위 및 방향성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이해관계자 목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정의

①  인터뷰 대상 정의 및 질의서 

준비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도출

- 인터뷰 계획

- 인터뷰 질의서

- 인터뷰 결과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① 인터뷰 대상 정의 및 질의서 준비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에서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최종 

사용자, 운영 담당자, 기타 의사결정 관련 담당자 등) 목록을 참조하여 인터뷰(또는 설문) 

대상자를 선별하고, 인터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주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인터뷰 질의서를 작성한다.

표 Ⅲ-3 인터뷰 계획 및 대상 정의 예시

구분
AM PM

10 :00~12 :00 14 :00~16 :00 16 :00~18 :00

YY-MM-DD
-  인터뷰 계획 확인 및 

공문 발송

-  인터뷰 계획 확인 및 

공문 발송

-  김OO 차장 

(소프트웨어개발업체)

YY-MM-DD

- 원OO 박사 : 담당분야

-  김OO 연구관 : 

담당분야

- 정OO 과장 : 담당분야 - 이OO 과장 : 담당분야

YY-MM-DD
- 하OO 과장 : 담당분야

- 송OO 과장 : 담당분야
- 정OO 과장 : 담당분야 - 김OO 부장 : 담당분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을 위해서는 선별된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 질의서를 

포함한 인터뷰 계획을 수립한다. 인터뷰 질의서는 대상자별로 질문 항목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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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인터뷰 질의서 작성 

①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도출

인터뷰를 통해 향후 구축할 시스템 운용환경의 업무 요구사항, 기술 요구사항,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리스크 및 제약사항 등을 도출한다. 인터뷰 대상자가 최종사용자일 경우 

기능적 요구사항을 위주로 질의하고, 시스템 운용환경 운영/관리자일 경우 기술적 

요구사항 혹은 운영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을 위주로 질의하는 형식으로, 이해관계자별 

질문 항목을 차별화하여 영역별 요구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기 구축된 시스템 운용환경을 재구성하는 경우 운영 및 활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규 

시스템 운용환경 구현을 계획하는 경우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는 기능 관련 요구사항을 

상세히 도출한다. 사업 유형과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견된 품질 

및 제약사항, 리스크가 포함된 프로젝트 관리,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그리고 

유지관리와 같은 프로젝트 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파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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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8 인터뷰 결과서 작성 사례

수행활동 4.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정보 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4.2.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2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선택)

4.2.3  성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선택)도출

- 요구사항 정리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성능

· 인터페이스 사용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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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인터페이스 현황

- 관련 시스템 기능 구성도

-  관련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 관련 법제도/표준 및 지침

4.2.5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선택)

4.2.6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7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8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9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4.2.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 데이터

· 테스트

· 보안

· 품질

· 제약사항 

·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 관리 

- 시스템 아키텍처

세부수행활동 4.2.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  관련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인터페이스 현황

- 관련 시스템 기능 구성도

-  관련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①  도입 대상 장비 및 스펙 

요구사항 분석 

②  도입 장비 공급 및 설치 

요구사항 분석

③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 및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① 도입 대상 장비 및 스펙 요구사항 분석 

목표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을 위해 필요한 도입 대상 HW, 소프트웨어, NW 등의 

구성도와 기능 요구사항(Spec ; 품목, 규격, 수량, 용도, 성능, 기능 등)을 도출한다. 

기존 장비와 호환성을 점검하여 특정 제품을 필요로 하는 도입 장비가 있는지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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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필요성을 명시한다. 이때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 기술 

조건(특정 공급자만 유리한 단순 CPU 속도와 개수 등)을 명시할 수 없으며, 요구사항은 

객관적 판단 지표로 언급된다. HW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 HW 규모 

산정 예시”및 공공기관 하드웨어 규모 산정 시스템을 통해, 하드웨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한다. 조사된 기초 자료 및 업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보시스템의 아키텍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참조 모델을 선택한 후, 기타 정보(보정치, 

여유율 등)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도입 대상 장비의 시스템 규모를 산정한다. 규모 산정 

결과를 토대로 정보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장비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유휴 자산 및 활용 자산 중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시 활용 가능한 장비가 존재하는지 

조사한다. 활용 가능한 장비의 연혁 및 특징을 파악한 후 아키텍처 담당 실무자 및 IT 

자산관리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감시시스템 서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의 : 서버관리

① 장비수량 : 1식

② 장비품목 : 서버

③ 장비 성능 및 특징

• 쿼드 코어 프로세스 2.66GHz

• 146GB 10K SAS HDD

• 2GB(1GB 2개) 기본 제공 메모리

그림 Ⅲ-19 운용환경 구축 사업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작성 사례

② 도입 장비 공급 및 설치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의 전제 조건으로써 비용절감 내역(에너지 절약 마크 등)과 같이 

장비 공급 시의 요구사항 혹은 장비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 자원, 공간, 장애처리 등 

장비 설치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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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워크스테이션 – 서비스 팩 구매에 의한 시스템 용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의 : 장비 공급 및 설치

① 기 구축된 시스템과 연계 및 호환이 원활해야 함

②  제안사는 헨더링 작업 등에 모든 노드에서 기존의 시스템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서버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스템 원격 장애관리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야 함

③  용역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 및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또한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의 관리 방안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그림 Ⅲ-20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작성 사례

③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 및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도입 대상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정보시스템 플랫폼 환경 측면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를 정의한다. ‘단계3 :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를 

통해 도출된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 시스템 운용환경의 전체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정의한다. 목표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는 서비스 이용자, 주요 

서비스 내역, 시스템 운용환경 및 연관된 시스템, DB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상호관계를 

도식화하여 나타낸다. 또한 목표 시스템 운용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HW, 소프트웨어, NW 

등 세부 시스템 단위별 목표 시스템 운용환경을 정의한다. 정보시스템 구성도에는 목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도입 장비뿐 아니라 연계되어야 할 HW, 소프트웨어, NW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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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기반
논리적망분리
목표시스템구성도

T o- be 인프라 구성도

그림 Ⅲ-21 목표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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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2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선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①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기능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분석

주요 시스템/시스템 운용환경 운영/관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구축되어 있는 기능 

대비 향후 구축·변경·고도화되어야 하는 시스템/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관련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과 맞물려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의 통제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부 시스템 

운용환경 운영/관리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더불어 현행 정책 및 제도를 숙지하여  

현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하도록 한다. 기능 요구사항에는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기능과 업무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추가 기능,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부가적으로 솔루션의 기술 구조 및 원칙에 따른 

제안사의 지원 가능 여부를 포함할 수 있고, 불명확한 부분 및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직후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사항에 

명시할 수 있다.



Ⅲ.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113

요구사항 고유번호 SPR-001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상호 접근 통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네트워크 관리

①  인터넷 영역과 업무 영역의 전환을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 시,  

영역 간의 전환은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져야 함

②  업무 편의를 위해 이전 영역의 네트워크 세션 차단 혹은 유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③ 인터넷 영역과 업무 영역 사용의 동시 지원이 가능해야 함

- 주요 인터넷 업무 현황

구분 업무 구분 활용 업무

공통

조직 및 검색
신분증, 우편번호, 지도 검색, 마케팅 자료, 

법률 검색, 금융정보 등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

이메일 서비스 전자우편 발송/수취 등

금융 문자 발송 CRM, 고객 계약 정보 등

우편 계약업체 관리
인터넷, 우체국 쇼핑, ePost주문/계약 처리, 

대행업체 관리, 택배 처리 등

사무

물품구매
가격비교, G2B/B2B입찰, 역경매,  

ePost 쇼핑, 입찰공고 등

복리후생
공무원 연금, 인력공고, 국세청 신고, 

교육사이트, 공과금 등

그림 Ⅲ-22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기능 요구사항 작성 사례

세부수행활동 4.2.3 성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①  성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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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에서 성능 요구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최종사용자가 느끼는 

시스템의 체감 품질에 성능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스템 운용환경의 처리 

속도, 화면별 응답시간, 페이지 오류 및 정지시간 등은 서비스 수준관리에 있어 치명적인 

불만족 요소이기 때문에 시스템 운용환경 운영/관리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이다. 이를 

반드시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하여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에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시 이와 연계하여 성능 목표 값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세화된 기능 요구사항 목록을 참조하여,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및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성능 요구사항이란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인 요소로 장비 및 시스템이 

해당 기능을 수행할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정의한 것이다. 성능 

요구사항은 특정 조건에서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시간이나 처리량 또는 자원의 최대 

사용치를 주로 기술한다. 

≫   처리속도 및 시간(Time & Speed) : 시스템 운용환경이 정상이나 부하상태에서 기능을 

수행할 때 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기술한다.(ex : 평균 응답시간, 평균 처리시간, 

평균 전송시간 등)

≫  처리량(Throughput ) : 시스템이 정상이나 부하상태에서 기능을 수행할 때 동시 또는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기술한다. 주로 동시 처리능력(동시 데이터 처리 수 등)과 

최대 처리능력(최대 사용자 수, 최대 데이터 처리 수 등)을 가지고 측정한다.

≫  자원 사용량(Capability) : 구축된 시스템 운용환경이 정상이나 부하상태에서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원의 최대 사용치를 기술한다. 이는 어떤 종류의 개체(entity)를 

위해 충분한 사용 공간을 보장해야 하는지, 시스템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저장 

능력을 확보하면서 잘 작동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시스템에 지정된 용량 수준을 맞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ex : 메인 메모리 점유율, CPU 사용률, 

최대부하시점(Peak-time)에서의 평균 사용량, 입출력 자원 사용률 등)

성능 요구사항은 검증이 가능해야 하므로 목표값을 정량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의 작업 형태에 따라 성능 요구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성능 요구사항은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의 수행을 제약하거나 혹은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성능 요구사항과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은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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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용 장비 규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도입 대상 장비

①  기존 백업 장비 7대를 신규 도입하는 백업 장비 1대로 통합

② 백업관리 서버 3대는 LTO5를 지원하는 OS로 업데이트할 예정

③ 요구 기능 

CPU Intel Xeon E6640 2.66GHz 1ez (Max 2CPU 지원)

Chipsec Intel X6620

Sound
Integrated 1984 H-Def Audio Codec & ESB2 

Integrated AC97

Memory 8GB DDR3 1333MHz ECO (Max 72GB 지원)

VGA Quadro FX680 512MB

ODD 16X DVD-Multi

그림 Ⅲ-23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성능 요구사항 작성 사례

목표 시스템 운용환경의 일부 기능이 달성해야 하는 최고 또는 최저 능력을 기술하며, 

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에 대해 분류한다. 성능 요구사항은 관련 기능 또는 

기능 집합, 성능에 대한 정의, 성능 목표 값, 성능 측정 조건 및 환경, 목표값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례 등을 명시한다.

세부수행활동 4.2.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선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및유사사례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②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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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목표 시스템 운용환경과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 하드웨어 장치들과의 인터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그리고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로(사용자 인터페이스) 분류하여 

기술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 작업 효율성 등을 위한 운영자 측면의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②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인터페이스 이름, 연계 대상 시스템, 연계 범위 및 내용, 

연계 방식, 송신 데이터, 인터페이스 주기, 기타 고려사항을 명시한다. 인터페이스 대상 

장비 사업자(공급업체, 구축업체, 유지관리 업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동 범위  

및 상호 책임범위에 명확히 규명한 사항만을 기재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연계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업무 인터페이스 관리

①  망분리에 따른 기존 KMS, 정보보호포털 등의 업무 시스템과 인터넷 

데이터 연계를 위한 망 연계 시스템 구축

②  제안된 망분리 솔루션 적용 시 기존 시스템의 변경 범위에 대해  

기술할 것

- 인터넷 업무 연계 현황

구분 시스템 인터넷 연계 비고

그룹

웨어
KMS

My Link 개인 인터넷 사이트 연결

뉴스 속보 뉴스 정보

자원

관리
NRMS

기상청 정보 날씨 정보

방재청 정보 재난뉴스 속보

경영

정보

포털/연계 

통합서버

기상청 정보 날씨 정보

주가 정보 주가 정보

뉴스 티커 뉴스 정보

관련 기관 링크 OO 기관, OO 공사

그림 Ⅲ-24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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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5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①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데이터 요구사항 

①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신규 시스템에 DB 이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요구사항을 정의하도록 한다. 

≫ 데이터 식별 : 시스템에 사용될 내·외부 DB 종류와 개략적인 정보를 기술한다. 

≫  데이터 관리 :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존하는 방안, 데이터 

제약사항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저장 및 백업, 데이터 보존기간 및 자료 

저장 형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 데이터 확장 등과 관련한 제약사항 등을 

정의한다.

데이터 이관 등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자료명, 자료내용, 자료의 크기, 건수/주기, 보존 

기한, 예상 자료량, 자료형태, 자료 위치 등을 파악해야 하고, 특히 수작업이 수반되는 

변환 부분은 반드시 구체적인 대상 및 용량 등에 대해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대상 

자료 중 지적재산권 및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데이터 전환 시 수행 시간, 데이터 표준화 등 제약사항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백업 테이프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마이그레이션

①  기 보관 중인 백업 테이프(LTO3) 약 500개를 신규 LTO5 테이프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함

②  OO 기관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제안사가 

제시하여야 함

그림 Ⅲ-25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데이터 요구사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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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5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①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데이터 요구사항 

①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사업추진 시 공정하고 투명한 장비성능테스트(BMT)를 실시하여 우수한 솔루션을 

선정하기 위한 단계로써, 시스템 운용환경 구현을 위한 솔루션이 기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회로 활용하므로 구체적인 장비성능테스트(BMT)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BMT 요구사항 기본 방향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테스트 관리

①  장비성능테스트 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제안사 

대표가 인장으로 확인하여야 함

② 장비성능테스트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③  장비성능테스트 세부계획 안내는 입찰 등록 마감일에 참여 제안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④  참석인원은 제안사별 최대 3명 이내로 하며 해당 출입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소속, 직급, 성명, 전문분야, 전화번호 등)을 제안 마감일에 

발주자(장비성능테스트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⑤  장비성능테스트 참여자는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부사업자 포함) 및 

제조사의 직원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 

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⑥ 제안서 설명회 당일 참여자는 반드시 사원증을 패용하여야 함

그림 Ⅲ-26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테스트 요구사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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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성능테스트 요구사항에는 제안 제품과 동일 제품으로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장비성능테스트 추진목표, 추진일정, 소요비용 등의 기본 방향 안내, 제출 

서류, 참석 인원 등의 제안사별 준비사항, 평가 기준, 유의사항 및 감점처리 등의 

장비성능테스트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한다.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초기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설치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테스트 대상, 테스트 일정, 테스트 방법,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등의 요구사항 및 연계 대상 기관의 시험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도출된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테스트 방법 및 결과를 정의하여, 

인수테스트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또한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테스트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세부수행활동 4.2.7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 관련 표준 및 지침

①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보안 요구사항

①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보안 요구사항은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이 

사용하거나 또는 생성하는 데이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기밀성, 무결성 관점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제약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밀성은 인가받지 못한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나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증과 접근권한 

제어요소를 기술하는 것으로 사용자 인증(인증방법, 인증 수행시점 등)과 사용자 

접근제어(사용자 유형별 접근권한, 접근 제한대상 등) 방식에 주로 적용한다. 무결성은 

데이터나 서비스가 변형이나 훼손되지 않고 의도한 대로 전달되도록 시스템 공격에 대해 

데이터 보호와 복구 방법으로 접근허가나 거부, 사용자 접근이나 변경사항 기록 등을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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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적인 요소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키텍처담당 

실무자 중 보안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문서, 통신, 시스템, 개인정보 등에 대한 기밀 

유지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내부 사용자에 대한 통합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 외부망에 

접속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데이터 암호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인증 로그인 또는 SSL(Secure Socket Layer)을 사용한 암호화 통신 등 정보시스템이 

적용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시스템의 주요 보안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증 및 권한 보안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 사용자 인증 및 계정 정보보호, 패스워드 

암호화, 목표 시스템의 기능 및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 네트워크 접근 통제, 네트워크 장비의 취약성 및 구성설정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 통신을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접근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 외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데이터 암호화 

및 기록하는 것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이벤트에 대한 감사 수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감사

① 인터넷 사용에 대한 로그 분석, 감사 및 추적 기능 제공

② 인터넷 영역에서의 외부 저장매체 사용에 대한 감사 및 추적 기능 제공

③ 인터넷 영역에서의 출력에 대한 기록 추적 가능

④  업무 영역, 인터넷 영역에서의 파일, 네트워크 접근 이벤트 발생 시 

로그 발생

⑤ 파일 이관 신청 및 수행 시 감사 로그 생성

그림 Ⅲ-27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보안 요구사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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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7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 관련 표준 및 지침

①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품질 요구사항

①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품질 요구사항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이들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은 시스템의 목적과 

운영 환경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을 통해서 만족시켜야 

하는 품질 특성에 대해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품질 요구사항은 1)신뢰성, 2)사용성, 

3)유지관리성, 4)이식성, 5)보안성으로 구성된다.

1)  신뢰성 : 신뢰성은 시스템이 지정된 조건에서 얼마만큼 고장없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가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결함을 복구하는데 걸리는 목표시간 등을 기술한다.

2)  사용성 : 사용성은 운영자가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을 쉽게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학습 및 이해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3)  유지관리성 : 유지관리성은 시스템에 대한 변경 요구가 발생할 때 변경처리 절차나 

또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한다.

4)  이식성 : 이식성은 개발 시스템을 다른 플랫폼이나 운영체제에 설치 또는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속성을 기술한다. 또한 기존 시스템이나 정보와의 상호운용성을 

기술한다.

5)  보안성 : 보안성은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보호와 

관련된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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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백업 소프트웨어 버전업(Version-up) 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의 : 품질관리

① 백업 소프트웨어 공급사의 버전업에 대한 지원 방안 제시

②  버전업과 관련하여 제안하는 백업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방안 제시

③ 버전업 된 패치(Patch)성 파일 설치 후 장애 발생 시 대처 방안 제시

그림 Ⅲ-28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품질 요구사항 작성 사례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 관련 법제도 및 지침

①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 제약사항

①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시스템 장비구성,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등 관련 요구사항 외 사업의 특성 및 범위, 해당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시 도출되는 제약사항 등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제약사항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시 사용되는 특정 솔루션 도입  

방법론 등과 관련된 제약사항

≫ 데이터 제약사항 : 데이터 사용, 접근 및 변환(migration) 정책과 관련된 제약사항

≫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 :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 설계를 위한 특정 도구나 기술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시스템 운용환경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및 구현 시 제약사항

≫ 업무 제약사항 : 각종 규정, 정책 및 업무 규칙 등과 관련된 제약사항

≫  표준 제약사항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시 준수해야 할 업무 영역의 표준이나 법규, 

조직의 내규 등과 관련된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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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접수 및 처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의 : 리스크 및 제약사항

①  장애란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원인이 되어 OO 기관 및 OO 기관 정보화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②  장애는 IT 서비스데스크(헬프데스크)에 접수된 모든 장애(이하 

접수장애)와 NRMS 등 운영관리 환경에 의거하여 제안사에 인지된 모든 

장애(이하 인지장애)로 구분되며, 장애가 접수 또는 인지된 시각을 장애 

발생 시각이라고 함

③  제안사는 모든 인지장애를 IT 서비스데스크에 접수하여야 함. 

사용자가 제안사에 직접 장애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모든 장애는 IT 

서비스데스크로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이를 대행하여야 함

그림 Ⅲ-29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제약사항 작성 사례

요구사항 고유번호 RER-001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의 : 법적 규제

①  제안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자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상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②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제안사에 있음

③  제안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 장비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발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함

그림 Ⅲ-30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제약사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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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추진계획
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한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 해당 공공기관의 표준 

방법론이 있을 경우 방법론의 단계와 활동을 제시하고, 범위와 일정을 고려하여 방법론에 

맞게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 없을 경우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 조직 : 프로젝트의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인력의 월별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사업범위, 일정, 비용, 인력, 리스크, 품질관리, 형상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하도록 기술한다. 

≫  프로젝트 일정계획 : 사업 요구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작업 분할 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제안하도록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요구사항 관리 : 요구사항 관리 및 단계별 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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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RCR-001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의 : 리스크

①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②  제안사는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③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통제 방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함

• 보고, 보고회, 워크샵 등(방법, 내용, 주기 포함)

• 주기적인 관리 회의(주기, 주제, 참석자 포함)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적 체계

그림 Ⅲ-31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작성 사례1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의 : 프로젝트 관리

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②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③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④   제안사는 투입인력 구성 시 용역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관리 조직은 사업관리 전문교육을 수료한 직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그림 Ⅲ-32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작성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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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의 : 계약관리

①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②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③  제안사는 개발 부문의 개발 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④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함에 따라 감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감리는 총 3회 실시 예정임)

⑤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및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이 포함된 구축 및 개발 일정계획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

그림 Ⅲ-33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작성 사례3

세부수행활동 4.2.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①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②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③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①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유지관리 업무, 장애발생 시 장애 조치  

및 하자보수요원 대응 시간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HW, 소프트웨어, NW의 하자· 

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 등의 조건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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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운영관리

①  시스템 체계 전반에 걸쳐 상세한 하자·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여야 함

②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유상 유지관리 요율을 제시하여야 함

③  유/무상 유지관리 조직의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④  제안사는 전산 장비별 정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업그레이드 

조건, 유상 유지관리 요율(HW, 소프트웨어)이 포함된 향후 5년 간의 

유지관리 조건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확인하여 제안서에 제시 

하여야 하고, 기술지원확약서(유지관리 보증서)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그림 Ⅲ-34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작성 사례1

②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운영 조직, 보안대책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단위업무별 처리 요구사항, 

필수 기능, 운용 시간 등을 파악하고, 관리 및 운영 기관 및 조직의 업무, 그리고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   운영업무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안정화 및 정상운용을 위한 단위 업무별 처리 

요구사항, 필수기능, 운용시간, 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운영조직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안정화 지원조직 및 정상운용을 위한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  고려사항 : 목표 시스템 안정화 및 정상운용 시 따라야 하는 지침 및 정책사항, 그 외 

안정화 및 정상운용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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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Y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

세부내용

-  주관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운영, HW,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 관리 총괄, 헬프데스크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함

-   통신망 사업자와 긴밀한 연락 체제를 유지하여 네트워크 장애발생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며, 시스템 운영 용역회사는 항상 네트워크가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Y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 가동 이후, [5개월 동안] 안정화 활동 수행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Y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

세부내용

-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 및 예비제품 확보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 실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그림 Ⅲ-35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작성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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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석

개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운용자 교육 내용, 교육 대상, 교육 기간, 교육인원, 교육 

횟수, 교육 방법 등 교육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대상 범위, 기술지원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헬프 

데스크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제안사가 기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①  제안사는 기술이전 분야,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 부담 

조건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②  제안사는 용역 만료 전까지 용역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 또는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③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해당 시스템을 

인계하기 위한 인계 기간, 인계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시스템 인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그림 Ⅲ-36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작성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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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4.3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및 검토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석

- 기능 요구사항 분석

- 성능 요구사항 분석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

- 보안 요구사항 분석

- 품질 요구사항 분석

- 제약사항 분석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석

①  시스템 운용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상세내역 검토 및 확정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내역

①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사업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서식에 맞추어 

요구사항 상세내역을 작성한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요구사항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등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  요구사항 고유번호(ID) :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사업수행, 사업 

완료 및 검수까지 변경, 삭제, 수정 여부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각 기관에 따라 요구사항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규칙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작성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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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요구사항 분류별 번호부여 예시

요 구 사 항  구 분 ID 부여 규칙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 요구사항 명칭 : 명확하고 세분화된 수준에서 요구사항 명칭을 작성한다.

㉢ 요구사항 분류 : 관련된 요구사항을 11개의 상세 요구사항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에 대한 간략하게 정의한다.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거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기 작성한다.

㉥  산출정보 : 해당 요구사항의 구현을 통해 사업완료 후 어떠한 산출물이 제출 

되어야 하는지를 작성한다. 요구사항에 따라 산출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해당 시) 

㉦  관련 요구사항 : 정의된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술한다.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이 있는 성능 요구사항에 있으면 그 성능 요구사항을 

기술한다.(해당 시)

㉧  요구사항 출처 : 해당 요구사항이 어느 출처로부터 도출되었는지를 기입하여 향후 

요구사항 변경이나 수정, 삭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사업수행 시 상세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인터뷰 필요 시 참조하도록 

한다.(제안 요청서에는 명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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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상세내역 검토 및 확정

이해관계자는 요구사항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업담당자는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요구사항 상세 내역에 반영하고 

최종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의 범위 및 요구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기간 내 목표 요구사항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Ⅲ-37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예시

그림 Ⅲ-38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요구사항 상세 내역 작성 사례



Ⅲ.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133

마. 단계 5 :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에서는 사업 발주에 앞서 사업 전체에 대한 추진 범위 

및 기간을 확정함과 동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조정 및 확보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본 

단계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되어야 하는 조직 및 역할에 대해서 정의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2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에서 

기술하고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가능성을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구매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기 언급된 내용들은 

단계4에서 작성한 요구사항 상세내역과 함께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요소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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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 요구사항 상세내역

- 내부 조직 체계도

① 사업추진 범위 및 기간 확정

②   사업 예산 조정 및 예산 

확정

③ 사업추진 조직 및 역할 확정

④  사업 연관성 파악 및 

발주일정 계획 수립

⑤ 상용SW 구매 가능성 검토

- 사업추진 범위 및 일정

-  시스템운용환경 구축 사업 

예산 산출 내역

- 사업추진조직 및 역할 

-   상용SW 구매 가능성 검토 

결과

① 사업추진 범위 및 기간 확정

해당사업의 추진 범위를 확정하는 과업이 수행된다. 사업 범위 및 방향성 수립 단계에서 

정의한 추진 범위가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변동이 있는지 파악한다. 초기 수립된 범위에서 

벗어나는 요구사항에 대해 범위에서 제외할지 수용할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의하여 개발 범위를 최종 확정한다.

연도별/단계별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사업범위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사업 일정 및 

기간의 확정을 위해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총 수행기간, 일정별 주요 이벤트(사업 

발주, 선정 및 평가, 착수, 서비스 개통일 등)를 월별 또는 업무별로 수립한다.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이 다수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경우, 각 시스템의 개발 시점에 대해 통합 

또는 단계별 추진 등을 포함한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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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9 사업추진 일정표 작성 사례

② 사업 예산 조정 및 예산 확정

요구사항 상세 내역을 토대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예산을 산정한다. 예산은 시장 

조사와 유사 사례 수집을 통해 예산 산출 내역을 작성, 검토 후 확정한다.

③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 확정

기존의 사업수행 내부조직에 관련부서(기타 이해관계부서) 담당자를 포함하여 사업 

수행 조직을 보완하고 조직/인력별 역할을 확정한다. 사업수행 내부조직은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수행, 향후 관리 및 운영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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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0 사업추진 체계 작성 사례

사업추진 활동에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추진조직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업 추진 전 이해관계자의 구성과 각 주체별 책임 및 역할 정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의 총괄책임 주체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특정 부분에 대한 수행 

여부 확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자료 요청, 이슈가 발생한 부서에 대해 인력·산출물 조정 

등의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림 Ⅲ-41 조직별 역할 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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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 연관성 파악 및 발주일정 계획 수립

사업 연관성 파악은 발주일정 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다년간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나 본 사업수행의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주예정인 

타사업의 결과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경우, 본 사업의 발주일정 계획 수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

⑤ 상용SW 구매 가능성 검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구사항 상세내역을 토대로 이를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이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의 커스터마이징 범위를 분석하여 예산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한다.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상세사항은 관련 가이드를 참조한다. 

수행활동 5.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①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수립
-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수립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요구사항 분석과 사업의 특성 및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 기준 지침”에 따라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기준을 선정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수립 관련 상세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가이드’ 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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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5.3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검토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시스템구축범위 및 구축 

내용

- 시스템 기대효과

-  시스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 현황 분석 결과

- 요구사항 상세내역

-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제도

① 제안요청서 작성

②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등 

최종검토   

- 제안요청서  

① 제안 요청서 작성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목차를 수립하고, 

이전단계에서 파악된 현황과 목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상세내역을 기술한다. 또한 

입찰 관련 규정,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필요한 서류 및 제안서에서 사용되는 서식 등을 

제안요청서 내에 포함한다. 

표 Ⅲ-5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주요 목차 작성 사례

주 요 목 차 구 성 내 용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서비스 내용

3. 사업범위

4. 기대효과

-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배경과 필요성

- 사업 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와 효과

- 사업내용 및 개발범위

-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대효과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2. 정보화 현황

3.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업범위 내에 포함된 업무 정의

-  관련 부처 및 조직 간 정보 교환 및 상호 연계성 도식화, 현행 

시스템 구성도 및 현재의 정보화 현황

- 정보화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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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목 차 구 성 내 용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추진일정

- 사업추진에 대한 최종목표 및 단계별 추진목표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전략 및 방향

- 추진 조직도

- 입찰 및 제안, 계약 체결, 사업추진 일정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2. 목표시스템 구성도

3.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

3.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3.2 기능 요구사항

3.3 성능 요구사항

3.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5 데이터 요구사항

3.6 테스트 요구사항

3.7 보안 요구사항

3.8 품질 요구사항

3.9 제약사항

3.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도입 장비구성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세부 상세 기능 요구사항 도출

- 시스템의 처리속도, 트랜잭션 처리양 등의 성능사항

- 사용자 편의성, 경험 등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

- 시스템 초기 데이터 구축 및 이관을 위한 요구사항

- 시스템 구축 후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방안

- 시스템의 접근보안, 물리적 보안사항 등의 요구사항 

- 시스템의 기능과 프로젝트 관리측면의 품질보증방안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

-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운영방안

-  시스템 구축 이후 하자 및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2. 입찰 관련 정보

3.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식

-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 제안서 제출 안내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협상 방법 및 기준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찰 및 제안에 필요한 서식

Ⅶ. 기타

1. 계약 조건

2. 기타 제안관련 정보

3. 용어 표준 정의

- 제안 기관이 인지해야 할 계약 조건

- 기타 입찰 및 제안에 필요한 정보

-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한 용어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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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등 최종검토 

작성된 제안요청서에 대해 관련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를 검토 및 보완하고 제안요청서를 

최종 확정한다. 

계약 조건 작성에 필요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약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전자정부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제도 >

≫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하도급 제도

≫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제안서 보상

≫ 요구사항 상세화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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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SW사업 영향평가

≫ SW사업정보 제출

≫ 과업심의위원회 등

수행활동 5.4 입찰공고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제안요청서

- 입찰관련 법제도
①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① 입찰공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내에 제안요구사항을 

반영한 제안요청서를 공고한다.

사업담당자는 입찰로부터 계약까지를 내부에서 수행할 것인지 외부기관(조달청 등)에 

의뢰할 것인지 검토한 후 입찰방침이 수립되면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매체에 

공지한다.

입찰공고 후 발주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외부기관(조달청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제안서를 접수하며,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수행활동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제안요청서

-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입찰참가자별 제안서

①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②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수행

③ 계약 수행

- 제안서 평가결과

-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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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발주기관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위원회 구성 방안 

및 평가위원 자격 요건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수행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통한 종합평가결과 순으로 협상대상순위를 선정하고, 

최고점을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을 수행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업체와 협상을 재개하거나 차순위업체가 없을 경우 재입찰공고를 한다. 

③ 계약 수행

계약 절차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자에게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단계 6 :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에서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사업이 

수행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관리 내용을 기술한다. 본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수행 계획서 및 요구사항 상세내역에 대해 

누락되었거나 신규로 추가 반영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최종 작성된 내용에 대해 

검토 및 승인하게 된다.

양자 간에 최종 승인된 사업수행 계획서 및 요구사항 상세내역은 사업관리 및 인수에 

있어 기준이 된다. 사업에 대한 진도 및 성과는 사업수행 계획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관리가 되며, 요구사항의 변경 이력은 요구사항 상세내역에 기록된다. 아울러 

사업수행 계획서와 요구사항 상세내역의 내용은 사업 종료 및 인수 시 검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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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6.1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제안요청서

- 요구사항 상세내역

- 제안서

- 기술협상내용

- 사업수행 계획서

①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사업수행 계획서(승인)

- 요구사항 상세내역 보완

①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서(수정된 요구사항 상세내역 포함)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의 검토 하에 수행 가능 여부 및 요구사항 누락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수행 

계획서의 내용이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를 승인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수행활동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수행 계획서 

- 발주기관의 변경관리 절차

①  요구사항 관리체계 검토 및 

승인
- 요구사항 관리체계

①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사업담당자는 발주기관의 변경관리 절차 등을 기준으로 사업수행자에게 요구사항 추적, 

변경관리방안이 포함된 요구사항 관리방안을 제시토록 요청하고, 변경절차, 서식 등 세부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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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2 요구사항 추적표 예시

수행활동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관리 관련지침

- 일정(작업분할구조 WBS)

① 사업 관리 

② 인수전략 수립

- 사업관리방안

- 인수전략

① 사업 관리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관리 관련 각종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사업 

관리 활동에는 범위, 일정, 의사소통, 리스크, 이슈, 품질, 형상, 자원관리 등을 포함한다. 

② 인수전략 수립 

사업담당자는 대상사업의 완료 시 검사 및 인수 등을 위하여 인수전략과 조건을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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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에 대한 인수전략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계약상 책임 

범위(검수 불합격, 지체상금 부과 등)와 관련되므로 인수전략과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발사업의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가 수행할 테스트의 범위·테스트 요구사항·테스트 장소

≫ 발주기관이 수행할 운영테스트를 위한 지원

≫ 예비자원, 지원장비 등을 포함하는 유지관리사항

≫ 사업자에 대한 후속 지원

≫ 소프트웨어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전환 지원

≫ 인수 후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

≫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증(warranty) 등

수행활동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요구사항 정의서

- 일정(작업분할구조 WBS)

① 요구사항 별 충족여부 확인

② 사업 인수 시 점검사항 정의

-  요구사항 별 테스트 결과 

보고서

- 인수 점검표

①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사업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는 정의한 요구사항이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의 단계별로 

누락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요구사항 추적표 등의 사업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단계별 활동과 산출물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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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3 요구사항 추적표를 이용한 충족여부 검토 사례

② 사업 인수 시 점검사항 정의

앞서 요구사항 별 이루어진 테스트 결과로 구축된 시스템 운용환경에 대해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 결함과 이슈 사항을 정리하고 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여 사업 인수 시 점검표를 작성한다.

수행활동 6.5 인수 및 사업 종료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계약서

- 사업수행 계획서

- 인수전략

- 검사기준

① 인수 준비

② 검사 및 인수시험

③ 인수 및 사업 종료

- 인수계획

- 인수시험결과

- 인수 및 사업 종료보고서

① 인수 준비

사업담당자는 정의한 인수전략을 기준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인수를 위한 준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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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인수전략과 이슈목록을 검토하고 인수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산출물의 종류와 산출물의 유형을 정리한다.

≫ 각 산출물의 적합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한다.

≫  인수계획에 따라 인수를 추진하며 필요 시 인수위원회나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인수계획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  인수계획서에는 시험사례, 시험자료, 시험절차 및 시험환경에 대한 준비와 공급자의 

참여 정도를 정의해야 한다.

≫  발주자는 인수시험을 준비할 때 최종 사용자 참여를 고려해야 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서비스에 대한 발주사업 유형에  따라 발주조직 내의 운영 및 

유지보수 조직을 포함해야 한다.

≫  자격시험, 검증 및 확인과 같은 프로세스의 결과는 인수준비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발주자는 인수시험 및 검토를 개발자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검사기준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림 Ⅲ-44 검사기준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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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 및 인수시험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납품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인수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인수계획서에 따라 인수에 참여하는 요원들의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산출물별로 정해진 인수담당요원의 책임 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 각 산출물별 검사 및 시험결과를 문서로 정리한다.

≫  부적합 판정된 산출물이나 결과에 대해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별도의 검사 및 시험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검사 및 인수시험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  발주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서비스가 계약서와 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인수기준과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운영시험을 활용하여 최종사용자의 

시험을 수행한다.

≫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및 시험을 수행한다.

≫ 시험기준 및 자료가 초기에 작성된 것이라면, 인수시험에서 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인수 및 사업종료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납품하는 모든 인도물이 계약서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아래의 절차를 기준으로 검사하고, 검사 및 인수시험 결과에 따라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한다.

≫ 인수한 산출물 품목을 인수계획서와 대조하고 확인한다.

≫ 인수한 모든 산출물의 검사 및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 인수계획서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인수 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  사업담당자와 사업자 상호간 사업종료에 합의하고 사업종료보고서와 함께 문서로 

남긴다.

인수 및 사업종료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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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인도하는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만 인수하거나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및 내장형embedded)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을 인수할 수 있다.

≫  사업담당자가 산출물을 인수한 이후에는 납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형상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형상관리 프로세스를 활용한다.

또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일부 기성부분에 대해 인수할 수 있으며,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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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유지관리 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주안점

유지관리 사업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단기간의 사업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웨어개발사업 수행 이후 시스템과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시 주요하게 고려할 점은 해당 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전체 정보 

시스템 및 시스템 운용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관련 

조건, 단위 업무별 처리조건 등의 기술적인 관점과 운영 조직의 구성과 역할,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등 관리적인 관점에서 상세하게 요구사항이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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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지관리 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유지관리 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는 6개 단계, 21개 수행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수행활동별로 기대되는 산출물이 정의되어 있다.

그림 Ⅳ-1 유지관리 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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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유지관리 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발주단계 수행활동

1. 사업추진준비단계
1.1 사업수행 내부 조직 구성

1.2 사업 추진체계 수립

2.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2.2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3.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

3.1  내·외부 현황     

분석

3.1.1 내부 업무현황 분석

3.1.2 내부 기술현황 분석

3.1.3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3.1.4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3.2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3.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검토/보완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4.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4.2.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4.2.3 보안 요구사항

4.2.4 품질 요구사항

4.2.5 제약사항

4.2.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4.2.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5.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5.2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5.3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검토

5.4 입찰공고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6.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6.1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6.5 인수 및 사업종료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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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주요 활동 및 내용 

가. 단계 1 : 사업 추진 준비단계

사업 추진 준비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에서부터,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의 발주계획 업무를 담당할 내부조직을 구성하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추진력을 얻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지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 

준비단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과업 수행을 경시할 수 있으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발주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역할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수행활동 1.1 사업 수행 내부조직 구성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필요성/목적/요구 등
① 내부조직 구성 및 역할정의

② 의사결정권자 지원 확보

-  사업추진 내부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① 내부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본 활동에서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 및 발주계획 업무에 참여할 실무자들과 

관련된 조직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 내부조직을 구성하고, 주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 역할 및 책임범위를 정의한다. 

다음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내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Ⅳ-2 사업수행 내부조직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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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 수행조직(관련부서를 포함)이 요구사항 분석·적용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할당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의사결정권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이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  의사결정권자(기관장) : 본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사업을 이끌어 나갈 의사 

결정권자를 정해야 한다. 의사결정권자는 사업 수행 시 관련 업무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요역할>

≫ 사업에 대한 전체 방향 제시 및 검증

≫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자원 지원 및 배분

≫ 사업 수행 조직 내 최종적인 의견 조정

≫ 변화수용에 적합한 조직 환경 확립

㉡  사업총괄책임자 :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를 이끌어갈 총책임자로 

사업 기획, 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급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주로 실무자의 상위 관리자가 사업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역할>

≫ 사업 전반적인 관리 지원

≫ 사업의 산출물 검토 및 작업방향 제시

≫ 사업의 수행일정 및 내용 기획/조정/수행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활동 건의

㉢   사업 담당부서(담당자) :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에 따라 사업 

기획, 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여러 개의 서비스 및 

업무가 있는 부서의 경우 각 업무 담당자에게 자료를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질을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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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역할>

≫ 사업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요구사항 도출

≫ 실질적인 사업 관련 업무 수행

≫ 산출물 작성 및 검토

㉣  관련부서 :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관련된 업무부서의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최종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필요 시 

인터뷰에 응하거나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팀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 인원과 역할, 참여 시기 등이 정의되고 공지 되어야 

한다.

㉤  외부 전문가 :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당 분야에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수행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과 상세화 

기술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정보시스템 방향을 정의하고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을 지원한다.

② 의사결정권자의 지원 확보

의사결정권자는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수행 방향 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권자는 조직의 비전 및 정보화 전략을 이해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며 적극적이고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지도자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사업 수행에 실무자의 참여가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실무자의 시간 할당을 확약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 활동에서는 의사결정권자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조직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 배경 및 필요성, 수행 업무, 역할을 설명한다. 사업 수행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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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1.2 사업 추진체계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필요성/목적/요구 등 

-  사업추진 내부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① 사업 일정 및 추진체계 수립

②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수립
- 사업 추진 계획

① 사업 일정 및 추진체계 수립

본 활동에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업무와 계획을 

개략적으로 수립하며, 사업 수행조직이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공유하도록 한다.

②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수립

본 활동에서는 실무자들 그리고 부서 간 발생하는 업무·기술 협의 및 의견 수렴,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업무 정보 전달 시점, 전달 수단 및 관련된 담당자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한다.

나. 단계 2 : 사업 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

사업 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에서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표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범위와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유지관리 사업은 해당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정책이나 조직 운영 현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업무의 

현황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업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초기에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수행활동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정보화전략계획(ISP)보고서

- 사업 추진계획

- 사업 예산

①  유지관리 사업배경 및 목적 

파악

② 사업 예산 확인 및 검토

- 유지관리 사업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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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지관리 사업배경 및 목적 파악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사업은 전사의 정보시스템 및 시스템 운용환경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현업 사용자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화 전략방향과 시스템 운영전략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따라 

사업의 범위와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기존에 수립된 정보화 전략 및 방향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고, 정보화 전략 및 방향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IT부서의 책임자와 인터뷰를 통해 정보화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정보화 전략 및 전사 표준과 정보시스템의 운영전략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발주기관 실무자, IT담당 실무자,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추진 범위 및 

목표, 방향을 재정의 하도록 한다.

그림 Ⅳ-3 사업추진 배경 및 범위 검토 사례

② 사업 예산 확인 및 검토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유지관리 사업에 할당되어 있는 예산금액을 확인하고, 예산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사전에 사업 예산을 확인하고, 차후 제안 

요구사항들이 구체화 될 경우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측하고, 

예산 증액 방법과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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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추진 계획

①  시스템주 사용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파악

②  이해관계자별 상위 개념의 

요구사항 도출

- 이해관계자 목록

-  이해관계자 상위 개념 

요구사항 목록

① 시스템 주 사용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파악

사업은 수행조직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공통된 목표와 추진방향이 공유되어 그 목표를 

이루려는 의도가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시스템 주 사용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안 요구사항 작성에 매우 중요한 원천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를 파악한다. 

유지관리 사업 범위 및 목적을 토대로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을 정의하고 연관된 

조직 및 실무자를 선정한다.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사용자 그룹을 

고려하여, 설문 및 인터뷰를 수행할 실무자를 식별한다. 이는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에 

따라 요구사항이나 규정 적용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 이전 단계에서 

사용자를 정의해야 한다.

그림 Ⅳ-4 유지관리 사업의 이해관계자 목록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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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별 상위개념의 요구사항 도출

사업 수행 내부 조직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스템 구축 목표 및 대략적인 기능 등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이들이 언제 

참여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시스템 주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사항,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 사업의 방향성을 서로 협의하여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범위를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한다. 

또한 상위관리자 중 유지관리 사업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업무 목표 및 방향을 파악한다. 

수행활동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정보화 전략 방향

- 사업 계획

-   이해관계자 상위 개념 

요구사항

①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정의

①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사업수행 내부조직 및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추진범위에 

대해 협의하여 유지관리사업 범위를 결정한다. 즉, 해당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업무와 유지관리사업 대상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유지관리사업의 추진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기관의 정보화 담당부서가 

관리하는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파악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사 정보화 관련 

업무는 한 부서에서 총괄하나, 업무의 용이성이나 편의성 또는 조직적 이슈 등의 이유로 

정보화 지원범위가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직적, 물리적 관점에서 정보화 지원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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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유지관리 지원 범위 분석 사례

정보화 지원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수준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아웃소싱에 

대한 사업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유지관리 사업 유형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계약유형과 계약기간 관점에서 사업의 추진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 사업 범위 : 사업 수행 조직 관련 담당자, 정보시스템 및 시스템 운용환경 

운영담당자와 본 기관의 인력이 아닌 유지관리 업체에 위탁할 서비스 범위와 유지관리 

대상자산의 범위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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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범위 작성 사례

≫  유지관리 계약 유형 : 유지관리 업체의 수와 그 구조에 따라 단일 서비스 사업자(Total) 

또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수의 서비스 사업자(Multi)를 사업자로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단일 서비스 사업자 방식은 유지관리 대상 전체를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자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의해 대부분 장기계약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복수의 사업자 활용방식은 서비스 영역별로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하는 것으로 HW, 소프트웨어, NW, 정보시스템 운영 등 각 분야의 전문업체가 다르게 

된다. 각 서비스 유형별 전문성 확보는 가능하지만 다수 업체의 관리 어려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각 계약유형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사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할 것인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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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유지관리 계약 유형별 장단점

구분 단일업체 계약 복수업체 계약

장점

- 책임소재의 명확성

- 의사소통 창구 일원화

- 친밀감 형성으로 고객요구 파악 용이

- 낮은 아웃소싱 관리 비용

-  사업자 의존도가 낮아 유연성과 통제 

가능

- 양질의 서비스 선택

- 경쟁에 의한 나태함 방지

- 위험 및 비용이 낮아짐

단점

- 업체 선택범위가 좁음

- 서비스 제공업체에 기술적 종속 우려

- 자기만족에 의한 안일한 업무 처리

-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고객요구파악 

미흡

-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른 높은 

관리비용

≫  유지관리 계약기간 :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간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야 한다. 

다. 단계 3 :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사 정보시스템 및 시스템 

운용환경, 전사 아키텍처 구조 등 해당 공공기관의 전체 IT 운영환경과 특성을 파악하고, 

서비스 운영관리 현황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해당 기관과 유사한 IT운영환경의 유지관리 계약 및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서비스 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필수적으로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을 파악하여 요구사항에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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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3.1 내·외부 현황 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전사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전사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 유지관리 계약서

-  IT운영 인력 구성도/업무 

분장

- IT운영 프로세스 및 지침

3.1.1 내부 기술 현황 분석

3.1.2  내부 유지관리 현황 

분석

3.1.3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 유지관리 운영환경 분석

- 유지관리 운영현황 분석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세부수행활동 3.1.1 내부 기술 현황 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전사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전사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도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 유지관리 계약서

①  전사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분석

②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현황 

분석

- 유지관리 운영환경 분석

- 유지관리 운영현황 분석 

- 유사사례 조사 결과

① 전사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분석

해당 공공기관의 IT운영환경에 적합한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사 

정보시스템과 시스템 운용환경의 구성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관리 업무는 

HW, 소프트웨어, NW,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운영과 관리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의 적정한 대응 및 최신 기술 적용·도입으로 사용의 업무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을 분석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의 수준을 

조사한다. 정보시스템 관련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목록 및 구성도, 서비스 

기능 목록, 서비스 기능 조사,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 장비구성 내역 등을 파악해야 

한다. 현황자료 분석과 더불어 정보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및 주요 현황을 도출하여 향후 

유지관리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요구사항들을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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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전략 

및 해당 기관의 환경에 맞는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정립,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 정립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도출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인력은 해당 업무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정보시스템 목록과 업무 서비스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한다. 또한 현재 투입인력에 대한 수와, 자격 조건 등의 정보 등을 분석하여 

현재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내 

요구사항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림 Ⅳ-7 전사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분석 양식

②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현황 분석

현재 유지관리 대상으로 정의된 HW, 소프트웨어, NW, 응용 소프트웨어, 기타 

전산센터 장비 등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다. 각 대상 유형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유지 활동, 정기적인 백업, 패치, 정기점검, 장애관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Upgrade) 등의 향후 필요한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유지관리 대상의 수와 종류, 장비 별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이 분석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수와 종류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필요인력 수와 자격 조건 등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특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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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유지관리 대상 자산 범위 분석 사례

그림 Ⅳ-9 보유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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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3.1.2 내부 유지관리 현황 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IT운영 인력 구성도/업무 

분장

- IT운영 프로세스 및 지침

- 유지관리 계약서

①  유지관리 업체 및 계약조건 

분석

②  유지관리 운영인력 및 

역할/책임 분석

③  서비스 운영관리 프로세스 

현황 분석

④ 서비스 수준관리 현황 분석

- 유지관리 운영환경 분석

- 유지관리 운영현황 분석

① 유지관리 업체 및 계약 조건 분석

유지관리 장비 및 서비스 시스템 별 업체와의 계약 방식,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계약조건 

현황을 파악한다. 

그림 Ⅳ-10 유지관리 계약 정보 분석 사례

유지관리 업체와 맺은 계약문서와 조건 등을 분석하여 향후 계약 시 계약서상에 보완해야 

할 부분과 제안요청서 상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계약문구 및 첨부자료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 하도록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차기 유지관리 계약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Ⅳ. 유지관리사업 

169

② 유지관리 운영인력 및 역할과 책임 분석

유지관리 운영부서의 조직도 및 관리체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인원 수, 역할 및 책임, 각 

유지관리 영역별 인력구성 현황, 기술 숙련도 수준을 파악한다. 운영인력과 관련된 정보는 

유지관리 적정인력을 산정하거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정비 필요 부분을 도출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직구성 현황뿐만 아니라 인력의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도 

파악되어야 한다. 자료 분석 외 필요 시 운영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조직체계 : 유지관리 조직구성도, 인원구성 현황(직급별, 경력별, 연령별 인원 수)

≫ 업무분장 : 조직별 업무분장도, 개인별 업무 분장도

≫ 경력관리 방법 : 경력 개발 경로, 경력사항 관리

≫ 기술 숙련도 수준 : 개인별 이력사항, 기술 및 업무스킬

≫ 교육체계 : 직무 별 교육과정 등

사업수행 내부조직은 향후 유지관리 적정인력 수와 인력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 수와 대비하여 신규 장비 도입과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충원인원 수와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업무분장도 분석을 통해 업무 역할과 책임 분장 시 

관리상의 누수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곳이 어디인지 등을 파악하여 프로세스, 지침개정, 

역할과 책임 조정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한다.

그림 Ⅳ-11 유지관리 조직 인력구성 현황 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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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지관리 절차 현황 분석

유지관리 서비스의 실질적 활동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절차와 규정이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시 정의한 내용들이 절차에 반영되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현재 유지관리 절차상에서 병목구간은 어디인지, 역할과 책임이나 업무 규정이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림 Ⅳ-12 유지관리 운영 프로세스 현황 분석 사례

④ 서비스 수준관리 현황 분석

최근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 유지관리 업체에 정보시스템 및 시스템 

운용환경 운영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SLM)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지관리 사업 계약에서 대상자산 운영방안이나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에 대한 결과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준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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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서비스 수준 협약서 현황 분석 사례

현재 유지관리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경우 유지관리 계약서와 서비스 분류체계, 

서비스 수준관리(SLA) 지표 등의 현황 분석과 더불어 서비스 수준관리 담당자, 계약 

담당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요구사항을 파악하도록 한다. 전년도 서비스 수준 성과지표 결과에 대한 분석과 

벌칙(penalty)사항 들을 파악하여 현재 유지관리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다.

세부수행활동 3.1.3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선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유지관리 현황 분석
①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①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유지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유지관리 운영전략에 대한 방향이 수립되면, 해당 공공기관과 

유사한 정보화 환경을 가진 타 기관의 유지관리 운영사례를 조사한다. 

유사사례 조사 수행 시 유지관리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규정, 지침,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비스 운영관리 방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비스 수준관리 도입사례, 

유지관리 적정인력 산정, 유지관리 운영관리를 위한 솔루션 등 선진 프레임워크나 

방법론을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유사사례 조사 수행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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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측면 :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유지관리 적정인력 산정 등

≫ 업무적(기능적) 측면 : 유지관리 범위, 유지관리 운영 절차

≫ 운영적 측면 : 유지관리 운영·관리 조직, 유지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 정보기술 측면 : 유지관리 운영관리를 위한 솔루션 제품의 기능 및 대안 비교

수행활동 3.2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유지관리 운영현황 분석

- 유지관리 운영환경 분석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①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시사점 및 개선사항 

① 시사점 및 개선 사항 도출

현 유지관리 환경 및 운영 현황 분석 결과와 유사사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유지관리 

사업의 주요 시사점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림 Ⅳ-14 시사점 및 개선사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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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3.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검토 및 보완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범위 및 방향성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이해관계자 목록

①  이해관계자 검토 및 보완

②  사업 추진범위 확정 및 

의사결정권자 승인

- 사업 범위 및 방향성(보완)

① 이해관계자 검토 및 보완

사업수행 내부조직의 검토회의를 통해 앞서 수립된 사업 범위 및 방향성과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범위 및 방향성을 수정한다. 이해관계자 목록상의 

이해관계자들을 통하여 수정된 범위 및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 및 확인을 한다. 이해관계자 

들과의 검토 및 확인을 통해서 드러난 보완사항을 반영한다.

② 사업추진 범위 확정 및 의사결정권자 승인

사업 추진범위 및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들뿐 아니라 본 사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사업의 추진목표와 상위개념의 사업추진 범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진 범위에 

대한 조정과 논란으로 인해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예산과 기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구분 세부구분 관련부서 최종의사결정자 추진여부 비고

OO 관리
부문

EP OO 관리팀 OOO O 연계대상정리

그룹웨어(결재, 게시판) OO 관리팀 OOO O
추진방향의사결정필요

메일/UC OO 관리팀 OOO X

모바일오피스 OO 관리팀 OOO X

통합검색 OO 관리팀 OOO O 통합검색대상정보

EDMS OO 관리팀 OOO O EDMS 구축대상정보

e-Disk OO 관리팀 OOO X

IPTV OO 관리팀 OOO X

통합권한관리 OO 관리팀 OOO O

과제관리
부문

사업기획 OO 기획팀 OOO O

사업관리 OO 관리팀 OOO O

과제수행 OO 관리팀, OO 관리팀 OOO O

OO 시스템관리 OO 혁신팀, OO 관리팀 OOO O

타임카드 OO 팀, OO 관리팀 OOO O

기술이전관리 OO 이전팀 OOO O

연구장려금관리 OO 관리팀 OOO O

OO 시스템관리 OO 혁신팀 OOO O

지적재산관리 지적재산팀 OOO X

그림 Ⅳ-15 사업범위에 대한 의사결정자 승인 결과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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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계 4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될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단계3에서 도출된 시사점/개선사항을 토대로 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보안, 품질,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및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등을 상세하게 정의한다.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유지관리 사업은 무형의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품질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입되는 인력의 전문성, 유지관리 수행활동 및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업 성공의 

주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담당자는 유지관리 대상 별 활동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수행활동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유지관리 운영환경 분석

-유지관리 운영현황 분석

- 이해관계자 목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정의

①  인터뷰 대상 정의 및 질의서 

준비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도출

- 인터뷰 계획

- 인터뷰 질의서

- 인터뷰 결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① 인터뷰 대상 정의 및 질의서 준비

유지관리 사업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해관계자(최종사용자,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담당자, 기타 의사결정 관련 담당자 등) 목록을 참조하여 인터뷰(또는 설문) 

대상자를 선별하고, 인터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주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인터뷰 질의서를 작성한다. 



Ⅳ. 유지관리사업 

175

표 Ⅳ-3 인터뷰 계획 및 대상 정의 예시

구분
AM PM

10 :00~12 :00 14 :00~16 :00 16 :00~18 :00

YY-MM-DD
-  인터뷰 계획 확인 및 

공문 발송

-  인터뷰 계획 확인 및 

공문 발송

-  김OO 차장 

(소프트웨어개발업체)

YY-MM-DD

- 원OO 박사 : 담당분야

-  김OO 연구관 : 

담당분야

- 정OO 과장 : 담당분야 - 이OO 과장 : 담당분야

YY-MM-DD
- 하OO 과장 : 담당분야

- 송OO 과장 : 담당분야
- 정OO 과장 : 담당분야 - 김OO 부장 : 담당분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을 위해서는 사업 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에서 파악된 

이해관계자 목록을 참조하고, 내부 기술 현황 분석 및 내부 유지관리 현황 분석 활동에서 

파악된 이해관계자를 반영하여 인터뷰 계획을 수립한다. 

그림 Ⅳ-16 인터뷰 질의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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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도출

사전에 정의된 인터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유지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보안, 품질,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및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등을 도출한다. 인터뷰 수행 시 이해관계자별로 질문항목을 차별화하고, 그에 맞는 

요구사항을 도출해내도록 한다.

현재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인 경우 업체의 운영관리 및 제공되는 서비스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규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일 경우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조건과 운영 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도출한다. 사업 유형과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사업 준비과정에서 발견된 품질 및 제약사항, 리스크가 포함된 프로젝트 관리,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같은 프로젝트 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파악하도록 한다.

그림 Ⅳ-17 인터뷰 결과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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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4.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유지관리 운영현황 분석

- 유지관리 운영환경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관련 법제도/표준 및 지침

4.2.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3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4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5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4.2.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요구사항 정리

· 유지관리 수행

· 유지관리 인력

· 보안

· 품질

· 제약사항 

·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지원 

세부수행활동 4.2.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유지관리 운영현황 분석

- 유지관리 운영환경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은 해당 기관 내 서비스 지원 범위 중에서 외부의 

업체에게 위탁하는 서비스 대상 업무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해 내는 활동이다.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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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유지관리 대상 업무 사례

㉠  정보시스템 : 최종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유지관리 서비스 중 비즈니스 업무 수행에 대한 영향도와 중요도가 

가장 높고, 실질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무중단, 무장애, 업무지식에 대한 이해도, 신속한 고객대응 역량 등이 

유지관리 업체 선정 및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주요 활동을 제시하고, 활동별 요구 사항을 정의하도록 

한다. 유지관리에는 크게 결함수정, 기능보완 및 개선,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설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그림 Ⅳ-19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주요업무 내역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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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명 결함수정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내용

정의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제반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함

내용 :

①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②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③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명 기능보완 및 개선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내용

정의 :  보다 좋은 알고리즘 또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출력형식(Format) 

의 개선,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기능상의 보완을 수행하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하여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함

내용 :

① 성능, 기능 개선

②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③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④  제도개선, 업무절차 개선 등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변경 및 출력형식(Format)의 개선(단, 추가개발의 경우 

발주자와 수주자의 협의를 통하여 작업범위, 내용 및 처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그림 Ⅳ-20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작성 사례

㉡  HW : 주로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인 서버, 스토리지, PC 및 주변기기 등에 

대한 운영 및 자원관리 활동으로 이러한 장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 유지되어야 

정보시스템이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 관련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무중단, 무장애를 목표로 예방점검, 정기점검, 

기술지원, 장애조치, 성능 및 최적화 등의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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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시스템은 업무기능 단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한다면, 하드웨어는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서비스 품질이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과부하, 성능진단, 용량관리 등의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업무요구사항도 함께 정의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명 예방점검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내용

- 정비시기

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②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③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①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②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③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④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⑤ 각종 통계정보 확인

⑥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징후 파악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명 장애조치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내용

-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 장애 조치 후 결과 보고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2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그림 Ⅳ-2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작성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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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 소프트웨어제품(소프트웨어 License) :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서버나 

응용시스템에 설치되는 대상이다. 상용 소프트웨어로는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DBMS, 

WEB 서버/WAS 등이 있으며, 오피스(Office), 안티 바이러스(Anti-VIirus) 등 

일반 최종사용자들에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HW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성능향상, 자원사용 점검, 패치, 장애조치, 예방점검, 기술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 도출이 필요하며, 오피스, 웹 디자인(Web Design) 도구 등의 업무 

소프트웨어는 다수의 최종사용자들에게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라이선스 

관리, 설치지원, 장애관리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8

요구사항명 소프트웨어 예방점검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내용

- 정비시기

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②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③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타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여부 확인

- 프로그램/ 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 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①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② 해당 상용 S/W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③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그림 Ⅳ-2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작성 사례2

㉣  NW : 주로 내·외부 네트워크 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외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로 라우터, 스위치, 허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망을 통해 접속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의 속도 및 성능의 최적화, 장애관리 및 예방/정기 점검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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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명 장애조치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내용

-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 유지관리 업체 본사 및 지사/지점을 통한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 확보

- 장비고장 시 수리불가 일 때 장비교체(장비 결함)

- 장애 조치 후 결과 보고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2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명 예방점검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내용

- 정비시기 

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②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③ 해당 분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④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⑤ 장애 발생 및 기타 요청 시

⑥ Trouble 발생 시 및 기타 요청 시

그림 Ⅳ-2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작성 사례3

㉤  전산센터(실)장비 : 해당기관의 전산센터(실) 내 공조, 방재, 전력과 관련된 모든 IT 

자원이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전산 

기계실 취약점 관리 등에 관련된 유지관리 활동 수행요구사항과 시스템 운용환경 

자원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 및 효율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사항이 

도출되어야 한다. 

㉥  OA 및 사무지원 기기 : OA 및 사무지원 기기는 기관마다 정보화 자산 또는 현업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업무 규정에 

따라 정보화 자산에 대한 포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OA 기기 등은 최종사용자가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기반 자원으로 사용자 설치지원 및 회수관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유지관리 활동이다. 특히 PC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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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매개체로 PC의 장애나 문제가 정보시스템의 장애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요청에 대한 대응과 장애처리 활동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세부수행활동 4.2.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유지관리 운영현황 분석

- 유지관리 운영환경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①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①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1에서 제시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도출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유지관리 운영 인력의 수는 현황 분석을 통해 각 서비스 별 계약되어 있는 인력과 실제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을 조사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하고, 유지관리 서비스 

영역별로 적정한 인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만약 현재의 투입인력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요청서 상에 향후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제안업체가 적정인력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유지관리 업무는 투입되는 사람에 의해 서비스 품질과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서비스 영역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는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입되는 인력을 검증하기 위해 인력의 이력사항, 자격증, 

경력 증명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 

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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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투입인력 자격 조건) 작성 사례

세부수행활동 4.2.3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유지관리 운영현황 분석

- 유지관리 운영환경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관련 표준 및 지침

①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보안 요구사항

①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보안 요구사항은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이 

사용하거나 또는 생성하는 데이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기밀성, 무결성 관점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제약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밀성은 인가받지 못한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나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증과 접근권한 

제어요소를 기술하는 것으로 사용자 인증(인증방법, 인증 수행시점 등)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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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제어(사용자 유형별 접근권한, 접근 제한대상 등) 방식에 주로 적용한다. 무결성은 

데이터나 서비스가 변형이나 훼손되지 않고 의도한 대로 전달되도록 시스템 공격에 대해 

데이터 보호와 복구 방법으로 접근허가나 거부, 사용자 접근이나 변경사항 기록 등을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보안적인 요소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키텍처담당 

실무자 중 보안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 통신, 시스템, 개인정보 등에 대한 기밀 유지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DB 관리자 및 

DB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과 DB 저장 시 암호화가 되어 저장해야 

하는 보안 필드를 조사한다. 내부 사용자에 대한 통합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 외부망에 

접속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데이터 암호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인증 로그인 또는 SSL(Secure Socket Layer)을 사용한 암호화 통신 등 정보시스템이 

적용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또한 개발요원에 대한 보안 교육,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정책 등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시스템의 주요 보안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증 및 권한 보안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 사용자 인증 및 계정 정보보호, 패스워드 

암호화, 그리고 목표 시스템의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보안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화면에 권한이나 

인증절차 없이 나타내는 개인정보, 소스코드(Source Code)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 및 테스트 DB에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데이터 접속 권한 등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 네트워크 접근 통제, 네트워크 장비의 취약성 및 구성 설정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접근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 외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데이터 암호화 

및 기록하는 것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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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보안지침 준수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내용 - OO 기관, OO 기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이 수행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응용 및 DB보안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내용

-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응용시스템과 DB 간 

데이터 교환 시 PKI 기반 인증과 인가를 거쳐야 함

-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외부기관 연동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내용

-  연계 서버와 업무 서버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  연계 서버 ↔ 유관기관 간 소통자료 보호를 위하여 VPN 등을 활용하거나 

암호화함

그림 Ⅳ-25 유지관리 사업의 보안 요구사항 작성 사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내용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전후 영향도 분석

- 패치 일시 및 절차 공지, 절차에 따른 패치 적용 수행

- 패치적용보고서 작성 및 보고

그림 Ⅳ-26 보안 요구사항 작성 사례(유지관리 사업의 기술보안/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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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내용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실시

- OO 기관 및 제안사 자체 보안업무 규정 준수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 출입 관리 대책 마련

그림 Ⅳ-27 보안 요구사항 작성 사례(유지관리 사업의 관리보안/통제)

세부수행활동 4.2.4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유지관리 운영현황 분석

- 유지관리 운영환경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관련 표준 및 지침

①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품질 요구사항

①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품질 요구사항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이들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은 시스템의 

목적과 운영 환경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 시스템이 만족시켜야 하는 품질 

특성에 대해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품질 요구사항은 1)신뢰성, 2)사용성, 3)유지관리성, 

4)이식성, 5)보안성으로 구성된다.

1)  신뢰성 : 신뢰성은 시스템이 지정된 조건에서 얼마만큼 고장 없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가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결함을 복구하는데 걸리는 목표시간 등을 기술한다.

2)  사용성 : 사용성은 사용자가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을 쉽게 운용하거나 배울 수 있도록 

운영, 학습 및 이해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3)  유지관리성 : 유지관리성은 시스템에 대한 변경 요구가 발생할 때 변경처리 절차나 

또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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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식성 : 이식성은 개발 시스템을 다른 플랫폼이나 운영체제에 설치 또는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속성을 기술한다. 또한 기존 시스템이나 정보와의 상호운용성을 

기술한다.

5)  보안성 : 보안성은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보호와 

관련된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에 대해 기술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명 결함 발생률

분류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기술 관점)

세부

내용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시간 이하여야 함

그림 Ⅳ-28 유지관리 사업의 품질 요구사항(관리) 작성 사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명 시스템 가용성 확보

분류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내용

장비 재 가동 점검

- H/W 이상 유무 점검

- HW 자원에 대한 정상 동작 확인

시스템 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firmware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firmware 패치 적용 지원

- 시스템 firmware Upgrade 지원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

- 시스템 최적화 Tuning 지원

그림 Ⅳ-29 유지관리 사업의 품질 요구사항(기술)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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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5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유지관리 운영현황 분석

- 유지관리 운영환경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관련 표준 및 지침

①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 제약사항 

①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앞서 제시한 기능, 기술, 운영 및 기술지원, 리스크 관련 요구사항 외 사업의 특성 및 

범위, 해당 공공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및 제약사항 등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구축 시 도출되는 제약사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제약사항 : 데이터 사용, 접근 및 데이터 전환 정책과 관련된 제약 사항

≫  업무 제약사항 : 각종 규정, 정책 및 업무규칙, 서비스 수준 계약 등과 관련된 제약사항

≫  표준 제약사항 : 유지관리 시 준수해야 할 업무 영역의 표준이나 법규, 조직의 내규 

등과 관련된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ER-001

요구사항명 하도급 관리 강화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함

그림 Ⅳ-30 유지관리 사업의 제약사항(법적)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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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1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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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추진계획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①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한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 해당 공공기관의 표준 방법론이 있을 경우 방법론의 단계와 활동을 제시하고, 

범위와 일정을 고려하여 방법론에 맞게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 없을 경우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 조직 : 프로젝트의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인력의 월별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사업범위, 일정, 비용, 인력, 리스크, 품질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하도록 기술한다. 

≫  프로젝트 일정계획 : 사업 요구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제안하도록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요구사항 관리 : 요구사항 관리 및 단계별 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품질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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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품질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림 Ⅳ-32 유지관리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작성 사례

세부수행활동 4.2.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정의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교육 및 기술지원)

정보화부서의 교육 담당자 및 사용자, 관리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지관리 사업기간 

동안 필요한 교육 내용, 교육 대상, 교육 기간, 교육인원, 교육횟수, 교육 방법, 비용 

등 교육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교육 장소제공 여부, 강사조달 조치, 비용부담 여부는 

제안가격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제안요청서에 그 주체와 수행방안을 명확히 하여야 향후 

분쟁예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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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의 정보화 부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대상 범위, 기술지원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헬프데스크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제안사가 기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자 선정 후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 종료 시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분류 프로젝트 지원(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년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 

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년간 성과를 종합 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그림 Ⅳ-33 유지관리 사업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서비스 이행 및 안정화) 작성 사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194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명 교육계획 수립

분류 프로젝트 지원(교육 및 기술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화 전략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이후 효과적인 시스템 구현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수행과정 및 이후 시스템 구현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직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①  프로젝트 목적 및 내용 : 본 프로젝트 필요성 및 용역수행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② 프로젝트 방법론 : 프로젝트 사용 방법론의 개념 습득을 위한 교육

③  기술 동향 : 경쟁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 향상 및          

프로젝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그림 Ⅳ-34 유지관리 사업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교육 및 기술지원) 작성 사례

수행활동 4.3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및 검토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제약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①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상세내역 검토 및 확정

-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역

①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내역 작성

사업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요구사항 상세 내역을 작성한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요구사항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등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유지관리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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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ID) :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사업수행, 

사업완료 및 검수 시까지 변경, 삭제, 수정 여부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각 기관에 따라 요구사항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규칙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작성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표 Ⅳ-4 요구사항 분류별 번호부여 예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 규칙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 요구사항 명칭 : 명확하고 세분화된 수준에서 요구사항 명칭을 작성한다.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관련 주요 요구사항 7개의 상세 요구사항을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에 대한 간략하게 정의한다.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거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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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정보 : 해당 요구사항의 구현을 통해 사업완료 후 어떠한 산출물이 제출 

되어야 하는지를 작성한다. 요구사항에 따라 산출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해당 시)

㉦   관련 요구사항 : 정의된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술한다.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이 있는 성능 요구사항에 있으면 그 성능 요구사항을 

기술한다.(해당 시)

㉧  요구사항 출처 : 해당 요구사항이 어느 출처로부터 도출되었는지를 기입하여 향후 

요구사항 변경이나 수정, 삭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사업수행 시 상세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인터뷰 필요 시 참조하도록 

한다.(제안 요청서에는 명시하지 않음) 

그림 Ⅳ-35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예시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상세 내역 검토 및 확정

이해관계자는 요구사항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검토를 수행한다. 사업담당자는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요구사항 상세 내역에 

반영하고 최종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의 범위 및 요구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기간 내 목표 요구사항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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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6 유지관리 사업의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사례

마. 단계 5 :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에서는 사업 발주에 앞서 사업 전체에 대한 추진 범위 

및 기간을 확정함과 동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조정 및 확보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본 

단계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되어야 하는 조직 및 역할에 대해서 정의한다. 

수행활동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범위 및 방향성

- 요구사항 상세 내역

- 내부조직 체계도

①  사업추진 범위 및 기간 확정

②  사업 예산 조정 및 예산 

확보

③  사업추진 조직 구성 및 역할 

확정

④  사업 연관성 파악 및 

발주일정 계획 수립

- 사업추진 범위 및 일정

-  유지관리사업 예산 산출 

내역

- 사업추진 조직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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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추진 범위 및 기간 확정

해당사업의 추진 범위를 확정하는 과업이 수행된다. 사업 범위 및 방향성 수립 단계에서 

정의한 사업추진 범위가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변동이 있는지 파악한다. 초기 수립된 

범위에서 벗어나는 요구사항에 대해 범위에서 제외할지 수용할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의하여 사업추진 범위를 최종 확정한다.

연도별/단계별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사업범위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사업 일정 및 기간의 확정을 위해 유지관리 사업의 총 수행기간, 일정별 주요 이벤트(사업 

발주, 선정 및 평가, 착수, 서비스 개통일 등)를 월별 또는 업무별로 수립한다.  

그림 Ⅳ-37 사업추진 일정표 작성 사례

② 사업 예산 조정 및 예산 확보

요구사항 상세 내역을 토대로 유지관리 사업 예산을 산정한다. 예산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참고하며, 예산을 토대로 예산 산출 

내역서를 작성, 검토한 후 확정한다.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의 소프트웨어사업 운영단계의 대가 산정 부분(요일제 방식, 투입공수 방식, 

고정비/변동비 방식)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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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 확정

기존의 사업수행 내부조직에 관련부서(기타 이해관계부서) 담당자를 포함하여 사업 

수행 조직을 보완하고 조직/인력별 역할을 확정한다. 사업수행조직은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수행, 향후 관리 및 종료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그림 Ⅳ-38 사업추진 체계도 작성 사례

사업추진 활동에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추진조직과 같은 형태를 

띤다. 사업추진 전 이해관계자의 구성과 각 주체별 역할 및 기능 정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의 총괄책임 주체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특정 부분에 대한 수행 여부 확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자료 요청, 이슈가 발생한 단에 대해 인력/산출물 조정 등의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발주일정 계획 수립

발주일정 계획 수립은 대상 사업이 구축중일 경우에는 완료일, 유지관리 사업 기간 중일 

경우에는 유지관리 사업 완료일, 시스템 운용환경 장비의 유지관리 만료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발주일정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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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5.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①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수립
-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수립

유지관리 사업의 요구사항 분석과 사업의 특성 및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 

웨어기술성평가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기준을 선정한다.

사업자 선정을 우한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 수립 관련 상세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가이드’를 참조한다.

수행활동 5.3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구사항 반영여부 검토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추진 범위 및 내용

- 사업 기대효과

-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 현황 분석 결과

- 요구사항 상세 내역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제도

①  제안 요청서 작성

②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등 

최종검토

- 제안요청서

① 제안요청서 작성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목차를 정하고, 이전단계에서 

파악된 현황과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상세 내역을 기술한다. 

또한 입찰 관련 규정,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필요한 서류 및 제안서에서 사용되는 서식 

등을 제안요청서 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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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유지관리 사업의 제안요청서 주요 목차 작성 사례

주 요 목 차 구 성 내 용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서비스 내용

3. 사업범위

4. 기대효과

-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배경과 필요성

- 사업 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와 효과

- 사업내용 및 개발범위

-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대효과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2. 정보화 현황

3.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업범위 내에 포함된 업무 정의

-  관련 부처 및 조직 간 정보 교환 및 상호 연계성 도식화, 

현행 시스템 구성도 및 현재의 정보화 현황

- 정보화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추진일정

- 사업추진에 대한 최종목표 및 단계별 추진목표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전략 및 방향

- 추진 조직도

- 입찰 및 제안, 계약 체결, 사업추진 일정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개요

2. 목표시스템 구성도

3.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

3.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3.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3.3 보안 요구사항

3.4 품질 요구사항

3.5 제약사항

3.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 별 

유지관리 수행방안

- 유지관리 수행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 조건등

-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SLA 운영방안과 

사업수행 차원의 품질유지 방안

- 시스템의 접근보안, 물리적 보안 사항 등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련 기술적·관리적 리스크 대응 방안

- 법적 규제 및 제약사항 등에 대한 반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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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목 차 구 성 내 용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2. 입찰 관련 정보

3.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식

-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 제안서 제출 안내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협상 방법 및 기준

VI.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찰 및 제안에 필요한 서식

Ⅶ. 기타

1. 계약 조건

2. 기타 제안관련 정보

3. 용어 표준 정의

- 제안 기관이 인지해야 할 계약 조건

- 기타 입찰 및 제안에 필요한 정보

-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한 용어 개념 정의

②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등 최종검토

작성된 제안요청서에 대해 관련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를 검토 및 보완하고 제안요청서를 

최종 확정한다.

계약 조건 작성에 필요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약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전자정부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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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제도 >

≫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하도급 제도

≫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제안서 보상

≫ 요구사항 상세화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SW사업 영향평가

≫ SW사업정보 제출

≫ 과업심의위원회 등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제안요청서

- 입찰관련 법제도
①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① 입찰공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안요청서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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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는 입찰로부터 계약까지를 내부에서 수행할 것인지 외부기관(조달청 등)에 

의뢰할 것인지 검토한 후 입찰방침이 수립되면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매체에 

공지한다.

입찰공고 후 발주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외부기관(조달청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제안서를 접수하며,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수행활동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제안요청서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 입찰참가자별 제안서

①  제안사 평가 위원회 구성

②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수행

③ 계약 수행

- 제안서 평가결과

- 계약서

① 제안사 평가 위원회 구성

발주기관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위원회 구성 방안 

및 평가위원 자격 요건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평가 위원회를 발족한다.

②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수행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통한 종합평가결과 순으로 협상대상순위를 정하고, 

최고점을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을 수행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업체와 협상을 재개하거나 차순위업체가 없을 경우 재입찰공고를 한다.

③ 계약 수행

계약 절차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기관에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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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단계 6 :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에서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유지관리 활동이 수행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관리 내용을 기술한다. 본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수행 계획서 및 요구사항 상세내역에 대해 누락되었거나 

신규로 추가 반영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최종 작성된 내용에 대해 검토 및 

승인하게 된다.

양자 간에 최종 승인된 사업수행 계획서 및 요구사항 상세내역은 사업관리 및 인수에 

있어 기준이 된다. 또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타 사업과는 달리 진도와 성과관리를 서비스 

수준관리(SLA : Service Level Agreement)에 의해 수행되게 된다. 계약 시점에서 

사업수행 계획서와 함께 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회를 통해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관리와 성과를 측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수행 계획서와 요구사항 

상세내역, 서비스 수준협약의 내용은 사업 종료 및 인수 시 검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수행활동 6.1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제안요청서

- 요구사항상세내역

- 제안서

-  기술협상 내용 - 사업수행 

계획서

-  서비스 수준관리 

협약서(SLA)

①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사업수행 계획서(승인)

- 요구사항 상세내역 보완

-  서비스 수준관리 

협약서(SLA) (승인)

①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서(수정된 요구사항 상세내역 포함)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의 검토 하에 수행가능여부 및 요구사항 누락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수행 

계획서의 내용이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를 승인하고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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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발주기관의 변경관리 절차

①  요구사항 관리체계 검토 및 

승인
- 요구사항 관리체계

① 요구사항 관리체계 검토 및 승인

사업담당자는 발주기관의 변경관리 절차 등을 기준으로 사업수행자에게 요구사항 추적, 

변경관리 방안이 포함된 요구사항 관리방안을 제시토록 요청하고, 변경절차, 서식 등 

세부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최종 승인한다. 

그림 Ⅳ-39 요구사항 관리체계 예시

수행활동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관리 관련 지침

- 일정(작업분할구조 WBS)

①  사업 관리

② 인수전략 수립
-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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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관리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관리 관련 각종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사업관리 활동에는 범위, 일정, 의사소통, 리스크, 이슈, 품질, 형상, 자원관리 등을 

포함한다.

공공부문에서 유지관리 활동의 진도 및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표준 프로세스로 활용되고 

있는 ITIL(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Library)와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모델을 적용하여 관리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다. ITIL은 

주로 운영관점의 프로세스를, CMMI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하고, 각 프로세스 별 관리포인트를 두어 점검하도록 한다. 프로세스 기반으로 

유지관리 활동을 점검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누수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사업자 간 

명확하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다음은 ITIL 기반의 유지관리 활동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작성되어야 하는 

산출물을 참고하여 사업수행자의 사업수행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도록 한다. 

표 Ⅳ-6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 내용과 주요 산출물

주 요 활 동 내    용 산 출 물

서비스 

데스크 관리

•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사항에 대하여 접수부터 

최종처리 완료 까지를 관리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서비스 요청서

•  서비스 요청 처리 결과서

• 서비스 데스크 성과 보고서

고객 

서비스(CSR) 

요청관리

•  사용자 서비스 요청사항(CSR : Customer Service 

Request)을 처리하기 위해 유형별 처리 기준을 

명시하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기술한 프로세스로 

사용자 요청 사항을 누락이나 결함 없이 납기 내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CSR 처리 요청서

• CSR 관리대상

• CSR 처리작업 계획서

•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

• CSR 처리내역서

변경산출물 

검토관리

•  고객 서비스 요청으로 변경되는 유지관리 및 개발 

활동 수행 시 작업 산출물의 결함을 제거하는 

프로세스로 산출물이 부적합사항 및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 하여 산출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검토 계획서

• 검토 결과서

• 시정조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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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활 동 내    용 산 출 물

테스트 

관리

•  고객  서비스  요청  시  변경된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고객 서비스 요청사항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테스트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테스트 계획서

•  테스트 케이스

•  테스트 시나리오

•  테스트 결과서

운영이관 

관리

•  고객 서비스 요청 시 테스트 완료된 형상관리 

항목을 개발 또는 테스트 환경에서 운영환경 

으로 이관 시 형상관리 항목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이관을 수행하고 수행된 결과에 대하여 검증하는 

프로세스이며, 이는 이관 통제활동을 통해 운영 

환경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관 요청서

•  이관관리 대장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이관

•  프로젝트 종료 후 해당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프로세스로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이관절차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 

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운영 및 유지관리 

이관계획서

•  이관 체크리스트

•  인수 인계서

장애 및 

이벤트 관리

•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와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이벤트 및 장애를 분류하고 해결안을 

도출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  장애/이벤트 관리대장

•  처리내역서 및 보고서

•  변경 요청서

문제관리

•  장애관리에서 서비스 재개 후 근본 원인이 파악 

되지 않은 장애에 대해 근본원인을 도출하고 해결 

하는 것으로 중복 또는 유사 장애재발을 방지 

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장애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문제관리 대장

•  문제처리 내역서

•  장애관리 대장

형상관리

•  서비스 제공대상의 형상항목을 식별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형상항목을  통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형상항목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형상항목의 변경과정에서 각 

항목 간의 일관성과 추적성을 유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형상관리 계획서

•  형상관리 대장

•  형상관리 점검보고서

•  시정조치 관리대장

용량관리

•   지원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용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모니터 

인프라 운영 조직과 협업하여 요구되는 자원과 

성능을 유지/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용량관리 계획서

•  용량관리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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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활 동 내    용 산 출 물

가용성 

관리

•  고객의 비즈니스 가동필요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가용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검토 활동을 수행하고, 고객 요구 

수준의 가용성 유지를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가용성 관리 계획서

• 가용성 관리 내역서

유지관리 활동의 성과관리는 서비스 수준관리(SLM : Service Level Management)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을 정의하고 

모니터링하여 평가하여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사용자 만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서비스 수준관리 활동은 서비스 준비, 서비스 정의, 서비스 협약, 서비스 관리 

4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사업수행자와의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표 Ⅳ-7 서비스 수준관리 활동 및 주요 산출물

주요 활동 내    용 산 출 물

서비스 

준비

•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SLA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서를 작성함 (추진목적, 범위, 

기간, 조직 등)

•  SLA 추진 계획서

•  SLA 요구사항 상세내역

서비스 

정의

•  발주기관과 위탁운영 서비스 현황을 파악함

•  서비스 업무 기술서(SOW) 초안 작성

•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초안 작성

•  업무기술서(SOW)

•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초안

서비스 

협약

•  발주기관을 작성된 업무기술서(SOW) 및 서비스 

수준협약서(SLA)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사업자와 최종 조정된 업무기술서(SOW) 및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합의

•  최종 합의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공표 및 

전파

•  서비스 수준 합의서(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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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내    용 산 출 물

서비스 

관리

•  사업자는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합의된 사항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반영

•  사업자는 합의된 서비스 수준을 상세, 모니터링 

하고 주기적으로 서비스 수준 성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하고 발주기관은 검토 후 승인

•  사업자는 서비스 수준 미달 시 서비스 수준 개선 

방안을 수립한 후 이행

•  발주기관은 개선안을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확인

•  서비스 수준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합의를 통해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수정 

및 보완 후 사업자는 합의된 서비스 수준관련 

변경사항을 사업수행에 반영

•  월간 서비스 수준 성과 

보고서

•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다음은 발주자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관리 활동을 체크하기 위한 주요 점검 포인트이다. 

이를 참조하여 유지관리 활동의 성과관리를 수행 시 참조하도록 한다.

표 Ⅳ-8 발주자 관점의 서비스 수준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O X

추진계획의 

적절성

• SLA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 추진일정 적절성

- 추진 조직 구성 적절성

업무 기술서 

내용

•  업무기술서(SOW) 내용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서비스 제공 상세활동, 서비스 대상목록 등

역할 및 책임명시
•  서비스 제공 상세 활동 및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었는가?

SLA 지표 

선정

•  SLA 지표는 발주기관의 업무특성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로 

선정되었는가?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성과지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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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O X

목표수준 

수립

•  서비스 목표수준은 발주지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일정기간 

실측기간을 거쳐 수립되었는가?

최종합의
•  발주기관은 사업자와 업무기술서(SOW) 및 서비스 수준합의서 

(SLA)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는가?

측정관리
•  사업자는 합의된 SLA 지표에 대해 서비스 실적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측정관리 하였는가?

성과분석 및 

개선활동

•  사업자는 SLA 지표 별 성과분석 및 개선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가?

실적보고
•  사업자는 서비스 실적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월 단위로 보고하고 

있는가?

보고 내용의 

정확성
•  사업자가 보고하는 데이터가 왜곡 또는 누락되지 않았는가?

SLA 지표 

검토

•  주기적으로 SLA 지표를 검토하고 필요 시 지표의 추가/변경/

삭제를 통해 최적의 SLA 지표로 운영되고 있는가?

② 인수전략 수립

사업담당자는 대상사업의 완료 시 검사 및 인수 등을 위하여 인수전략과 조건을 정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인수전략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계약상 책임 

범위(검수 불합격, 지체상금 부과 등)와 관련되므로 인수전략과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수행활동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요구사항 정의서

- 일정(작업분할구조 WBS)

- 서비스수준 협약서

①  요구사항 별 충족여부 확인

②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결과 관리

- 요구사항 추적표

- 이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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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사업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는 정의한 요구사항이 유지관리 기간 단계별로 누락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요구사항 추적표 등의 사업관리도구를 

활용하여 단계별 활동과 산출물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결과 관리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결과,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인수 시 최종 

확인을 위한 이슈목록을 정의한다.

수행활동 6.5 인수 및 사업 종료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계약서

- 사업수행 계획서

- 인수전략

- 검사기준

- 이슈목록

①  인수 준비

② 검사 및 인수시험

③ 인수 및 사업 종료

- 인수계획

- 인수시험결과

- 인수 및 사업 종료보고서

① 인수 준비

사업담당자는 정의한 인수전략을 기준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인수를 위한 준비를 

수행한다.

≫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인수전략과 이슈목록을 검토하고 인수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산출물의 종류와 산출물의 유형을 정리한다.

≫ 각 산출물의 적합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한다.

≫  인수계획에 따라 인수를 추진하며 필요 시 인수위원회나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② 검사 및 인수시험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인수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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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계획서에 따라 인수에 참여하는 요원들의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산출물별로 정해진 인수담당요원의 책임 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 각 산출물별 검사 및 시험결과를 문서로 정리한다.

≫  부적합 판정된 산출물이나 결과에 대해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별도의 검사 및 시험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③ 인수 및 사업종료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납품하는 모든 인도물이 계약서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아래의 절차를 기준으로 검사하고, 검사 및 인수시험 결과에 따라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한다.

≫ 인수한 산출물 품목을 인수계획서와 대조하고 확인한다.

≫ 인수한 모든 산출물의 검사 및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 인수계획서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인수 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  사업담당자와 사업자 상호간 사업종료에 합의하고 사업종료보고서와 함께 문서로 

남긴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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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주안점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사업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 마련 이외에 두 가지 관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정보화 전략계획은 

최신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급변하고 있는 정보기술의 

진전으로 정보기술의 효과적인 활용 여부가 기관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전략과 정보기술의 연계는 비전(Vision) 달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전략계획은 정보기술과 경영전략을 연계함으로써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전략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통제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둘째, 정보화 전략계획은 정보시스템 구조 즉,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해 준다. 

이 부분은 전사 아키텍처로 정의되는 개념이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기존 정보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분석 및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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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는 6개 단계, 22개 수행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수행활동별로 기대되는 산출물이 정의되어 있다.

그림 Ⅴ-1 정보화 전략계획 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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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발주단계 수행활동

1.  사업 추진             

준비단계

1.1 사업수행 내부조직 구성

1.2 사업 추진체계 수립

2.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2.2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3.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

3.1 내·외부 환경 분석

3.2  내·외부    

현황 분석

3.2.1 내부 업무 현황 분석

3.2.2 내부 기술 현황 분석

3.2.3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3.3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3.4 사업추진범위 방향성 검토 및 보완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4.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1 컨설팅 요구사항

4.2.2 제약사항

4.2.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4.2.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3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및 검토

5.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5.2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5.3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검토

5.4 입찰공고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6.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6.1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6.5 인수 및 사업종료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Ⅴ. 정보화 전략계획 사업  

219

2. 단계별 주요 활동 및 내용

가. 단계 1 : 사업추진 준비단계

사업 추진 준비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에서부터,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의 발주계획 업무를 담당할 내부조직을 구성하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추진력을 얻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지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 

준비단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과업 수행을 경시할 수 있으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발주하기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수행활동 1.1 사업수행 내부조직 구성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필요성/목적/요구 등
①  내부조직 구성 및 역할정의

② 의사결정권자 지원 확보

-  사업추진 내부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① 내부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본 활동에서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 및 발주계획 업무에 참여할 실무자들과 

관련된 조직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 내부조직을 구성하고, 주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 역할 및 책임범위를 정의한다. 

다음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내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Ⅴ-2 사업수행 내부조직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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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 수행조직(관련부서를 포함)이 요구사항 분석·적용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할당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의사결정권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이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  의사결정권자(기관장) : 본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사업을 이끌어 나갈 의사 

결정권자를 정해야 한다. 의사결정권자는 사업 수행 시 관련 업무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요역할>

≫ 사업에 대한 전체 방향 제시 및 검증

≫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자원 지원 및 배분

≫ 사업 수행 조직 내 최종적인 의견 조정

≫ 변화수용에 적합한 조직 환경 확립

㉡  사업총괄책임자 :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를 이끌어갈 총책임자로 

사업 기획, 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급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주로 실무자의 상위 관리자가 사업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역할>

≫ 사업 전반적인 관리 지원

≫ 사업의 산출물 검토 및 작업방향 제시

≫ 사업의 수행일정 및 내용 기획/조정/수행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활동 건의

㉢  사업 담당부서(담당자) :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에 따라 사업 

기획, 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여러 개의 서비스 및 

업무가 있는 부서의 경우 각 업무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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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역할>

≫ 사업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요구사항 도출

≫ 실질적인 사업 관련 업무 수행

≫ 산출물 작성 및 검토

㉣  관련부서 :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관련된 업무부서의 요구사항을 도출 및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최종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필요 시 

인터뷰에 응하거나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팀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 인원과 역할, 참여 시기 등이 정의되고 공지 되어야 

한다.

㉤  외부 전문가 :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당 분야에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수행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과 상세화 

기술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정보시스템 방향을 정의하고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을 지원한다.

② 의사결정권자의 지원 확보

의사결정권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에 대한 지원 및 수행 방향 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권자는 조직의 비전 및 정보화 전략을 이해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며 적극적이고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지도자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사업 수행에 실무자의 참여가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실무자의 시간 할당을 확약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 활동에서는 의사결정권자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조직을 대상으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수행 목적, 배경 및 필요성, 수행 업무, 역할을 설명한다. 사업 수행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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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1.2 사업 추진체계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필요성/목적 /요구 등 

-  사업추진 내부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①  사업 일정 및 추진체계 수립

②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수립
- 사업 추진계획

① 사업 일정 및 상세 수행계획 수립

본 활동에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업무와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하며, 사업 수행조직이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공유하도록 한다. 

②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수립

본 활동에서는 실무자들 그리고 부서 간 발생하는 업무·기술 협의 및 의견 수렴,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업무 정보 전달 시점, 전달 수단 및 관련된 담당자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한다.

나. 단계 2 :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에서는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경영전략 

목표와 관련된 분석업무의 범위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정보화 전략계획은 내·외부 환경, 업무 프로세스, 서비스, 조직의 관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현황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업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초기에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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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경영전략계획

- 사업 기획 및 품의

- 사업 예산

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추진 방향성 검토

② 사업 예산 확인 및 검토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검토 결과

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추진 방향성 검토

정보화 전략방향과 전략별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는 업무 방향에 부합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 분석·적용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목적과 

목표방향이 경영전략 목표 및 새로운 업무 절차의 이념과 일치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 및 인터뷰(경영 전략 관련 실무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에 

수립된 경영 전략 및 방향에 변화가 없는지 관련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경영전략 및 

방향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업무분야의 책임자 및 담당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경영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정보화 전략 및 목표가 경영전략 및 전사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시 필요한 추진 범위 

및 목표, 방향을 재정의 하도록 한다.

사업 추진 조직은 향후 수행하게 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추진 목표, 배경 및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영전략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정보화 

전략계획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정의된 정보화 전략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를 검토하여 사전에 추진 범위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업 예산 확인 및 검토

사업계획 수립 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에 할당되어 있는 예산금액을 확인하고, 

목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운영에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 예산을 확인하고, 차후 제안 요구사항들이 구체화, 상세화 될 경우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측하고, 예산 증액 방법과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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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2.2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 추진 계획

①  정보화 전략계획의 주 

사용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파악

②  이해관계자별 상위 개념의 

요구사항 도출

-  정보화 전략 계획의 주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목록

-  이해관계자 상위개념 

요구사항 목록

① 정보화 전략계획의 주 사용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파악

사업은 수행조직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공통된 목표와 방향이 공유되어 그 목표를 

이루려는 의도가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안 요구사항 작성에 

매우 중요한 원천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를 파악한다. 

정보화 전략계획 목적 및 사업범위를 토대로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을 정의하고 연관된 

조직 및 실무자를 선정한다.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수립될 정보화 

전략계획의 사용자 그룹을 고려하여, 설문 및 인터뷰를 수행할 실무자를 식별한다. 이는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에 따라 요구사항이나 규정 적용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 이전 단계에서 사용자를 정의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별 상위개념의 요구사항 도출

사업 수행 내부 조직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목표 등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이들이 언제 참여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화 전략계획의 주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사항,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 사업의 방향성을 서로 협의하여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범위를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한다.

또한 상위관리자 중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에 대한 업무 목표 및 방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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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이해관계자 목록 작성 사례

수행활동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정보화 전략 방향

- 사업계획

-  이해관계자 상위 개념 

요구사항

①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  사업 추진 범위 및 방향성 

정의

①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사업 수행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 추진범위에 대한 협의를 수행하고, 

경영전략 및 새로운 업무절차와 관련된 범위를 결정한다. 관련 이해관계 부서 및 업무 

영역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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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구분 관련부서 최종의사결정자 추진여부 비고

OO 관리
부문

EP OO 관리팀 OOO O 연계대상정리

그룹웨어(결재, 게시판) OO 관리팀 OOO O
추진방향의사결정필요

메일/UC OO 관리팀 OOO X

모바일오피스 OO 관리팀 OOO X

통합검색 OO 관리팀 OOO O 통합검색대상정보

EDMS OO 관리팀 OOO O EDMS 구축대상정보

e-Disk OO 관리팀 OOO X

IPTV OO 관리팀 OOO X

통합권한관리 OO 관리팀 OOO O

과제관리
부문

사업기획 OO 기획팀 OOO O

사업관리 OO 관리팀 OOO O

과제수행 OO 관리팀, OO 보증팀 OOO O

OO 시스템관리 OO 혁신팀, OO 보증팀 OOO O

타임카드 OO 팀, OO 관리팀 OOO O

기술이전관리 OO 이전팀 OOO O

연구장려금관리 OO 관리팀 OOO O

OO 시스템관리 OO 혁신팀 OOO O

지적재산관리 지적재산팀 OOO X

그림 Ⅴ-4 사업범위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승인 결과서 작성 사례 

다. 단계 3 :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에 있어 

기반으로 삼아야 할 내·외부 환경 및 기술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시사점 및 개선사항을 찾아낸다. 시사점 및 개선사항을 앞서 수립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을 반영하여 검토 및 보완을 한다.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절차가 적용될 업무 범주에 포함되는 현업 및 

IT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의 현황 분석 단계는 정보의 취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인터뷰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단계2에서 파악된 이해관계자 목록을 참조하여 인터뷰 계획을 수립한다. 정보화 전략계획 

범위가 정확히 도출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인터뷰 대상은 포괄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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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3.1 내·외부 환경 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경영전략 방향

- 사업 범위 및 방향성

- 전사 조직 구성도

- 이해관계자 목록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① 외부환경 분석

② 내부환경 분석

③ 기술 동향 분석

④ 강·약점 분석

- 분석 지원 자료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은 다른 소프트웨어사업 유형과는 달리 내‧외부의 환경이나 

기술적인 동향(Trend) 분석을 통해 현 상황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필요한 정보화 

사업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다양한 컨설팅 기법 등을 통해 환경분석을 수행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환경분석의 주요 요소를 도출한다. 

사업 성격에 맞는 적정한 분석 방법 및 도구를 사업자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해야 한다.

표 Ⅴ-2 환경 분석 상세 요구사항 및 분석 도구 적용 사례

구  분 분석방법 요구사항 사례 분석도구 사례 

1. 외부환경

1) 거시 환경분석

2) 산업분석

3) 시장분석

4) 고객분석

5) 기술환경분석

6) 경쟁자 분석

1) PEST 분석

2) 5 Forces 분석

3) 연도별 제품, 고객, 패턴분석

4) 고객 니즈, 만족도 분석

5) 대체제, 기술, 공급자, 구매자, 법률/규제

6) 시장점유율, 재무분석, 정성분석  

2. 내부환경

1) 성과분석

2) 재무분석

3) 업무분석

4) 핵심역량 분석

1) 시장성과분석, 사업포트폴리오

2) 재무 및 수익구조분석

3) 가치사슬분석, 7'S분석

4) 경쟁역량분석

3.  강약점 분석
1)내·외부환경 분석 

2) 강점 약점 분석
1)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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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부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조직이 처해있는 경쟁적 

위치와 경영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거시적인 환경분석을 위한 PEST 

분석 기법과 마이클 포터(M. Porter)의 5가지 경쟁가치 모형이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이러한 환경분석 기법을 통해 해당 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와 문제점 또는 기회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 대상을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 향후 해당 기관이 중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전략 소프트웨어사업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영분석 기법을 수행할 수 있다.

PEST 분석은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al),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등과 같은 외부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분석하게 된다. PEST분석 시 사업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도의 크기를 이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PEST항목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항목이 우리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림 Ⅴ-5 외부환경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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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부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사업적, 전략적 가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의 조직 및 업무 절차를 파악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는 마이클포터의 

가치사슬 모형 등이 있다.

그림 Ⅴ-6 내부환경 분석 예시

사업담당자는 사업자에게 조직 및 업무절차 분석을 위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고, 

적절한 분석모델 제시를 요구한다.

③ 기술 동향 분석

기술 동향 분석은 최신 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향후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기관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방향과 단계적 

계획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직의 기술적 표준에 대한 검토와 기술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의 범위에 

포함시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강·약점 분석

다양한 경영기법을 통해 내·외부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이 현재 처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과 수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경영기법인 SWOT 분석은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4가지 관점에서 

외부의 상황과 내부역량 분석을 통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론이다. SWOT 분석 

절차는 우선 외부의 환경요인을 분석하고 내부역량을 분석한 다음 분석된 내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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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인으로부터 향후 전개될 전략적 방안을 도출한다. SWOT는 일반적으로 SO, 

ST, WO, WT와 같은 각각의 조합으로 전략을 도출하는데 SO는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ST는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 하는 전략, WO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기회를 살리는 전략, WT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림 Ⅴ-7 강·약점 분석

수행활동 3.2 내·외부 현황 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경영전략 방향

- 사업 범위  및 방향성

- 전사 조직 구성도

- 이해관계자 목록

- 업무 프로세스

-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인터페이스 현황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3.2.1 내부 업무 현황 분석

3.2.2 내부 기술 현황 분석

3.2.3  시장 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고위층 의견

- 이슈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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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3.2.1 내부 업무 현황 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정보화 전략 및 검토 결과

- 전사 조직 구성도

- 업무 프로세스

①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② 고위층 의견 수렴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고위층 의견

- 이슈 및 문제점

①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경영전략 및 목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서비스와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현재의 업무 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 기능들이 구축되어야 하는지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우선적으로 전사 조직구성도와 전사 업무 프로세스 자료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현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업무 절차의 영향을 받는 조직과 업무를 선별해 낸다. 정보시스템의 

개선사항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세스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슈나 문제점은 사용자 인터뷰 및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도출해낸다. 

표 Ⅴ-3 업무 프로세스 현황 사례 및 양식

업무명 내    용 주 요 이 슈

OO관리분야

-  OO, OO, OO, OO에 이르는 

OO자원관리를 수행함

-  지방OO 기관 담당자 전체 업무의 

51%에 이르는 중요도가 높은 업무

기존 OO 시스템,  OO관리 

시스템, OO정보시스템  등의 

지 원  시 스 템 이  존 재 하 지 만 

사용도가 극히 낮음

△△관리분야

-  국립OO 기관은 20X8년 8월 개원하여  

OO 및 OO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  OO, OO 신고접수, OO증 부여, OO 등 

서류접수 및 담당자 배정 등의 관리

관리대상이 전 영역으로 확대 

중이며, 이에 따라 민원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에 

따른 업무 처리의 대응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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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위층 의견 수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 프로세스, 시스템, 

IT조직 상 문제점을 고위층에게 인식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개선 방향성에 대하여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나 범위, 프로젝트 목표를 고위층에게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최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 수행 시 위험요인들을 최소화 시킨다.

세부수행활동 3.2.2 내부 기술 현황 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정보화 전략 및 검토 결과

- 전사 조직 구성도

- 업무 프로세스

- 인퍼테이스 현황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①  전사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이슈 파악

②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현황 

및 이슈파악

③  시스템 운용환경 현황 및 

이슈 파악

④  전사 아키텍처 및 기술표준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이슈 및 문제점

① 전사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이슈 분석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시 기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및 시스템 운용환경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를 확인하여 관련 문제점과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기능과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보시스템의 기능구성도 현황과 

관련된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현재 부족한 부분을 도출한다. 그리고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 정보, DB 정보, 처리 프로세스 등의 내용과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기능을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업무처리 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기능, 추가 

구축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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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파악을 위한 분석 양식

기본 정보

응용시스템 명 ... 지원 업무 ...

응용시스템 유형 ... 응용시스템 사용언어 ...

응용시스템 설명 ...

사용 정보 사용 부서 ... 사용 주체 ...

운영 정보 현업 부서 ... IT 담당 ...

도입 정보
구분(자체개발, 패키지) ... 도입 시기 ...

공급자명 ... 패키지 명/버전 ...

시스템 정보 서버명 ... 플랫폼 ...

데이터 정보 DB 명 ... DBMS 종류 ...

구분 시스템명 시스템내용 개발언어/기술

경영관리
시스템

급여관리시스템
직원들의 기본적인 급여관리와연말정산및 퇴직금을관리하는
시스템

파워빌더

인사관리시스템 직원현황 및개인별인적사항

회계관리시스템
본원의예산집행에 따른 증빙/원천세/입금/지급/장부/결산/재무
등을관리하는시스템

예산관리시스템
예산제도를 통해 본원의 경영활동을 계획하고통제할있도록예
산편성, 예산결산, 예산현황 등을관리하는 시스템

자산관리시스템 자산의구매및 검수와 고정자산을 관리하는시스템

구매계약관리
시스템

자산구매 및용역사업수행시 구매요구, 구매계약체결, 대금지급, 
용역계약체결, 용역검수, 입찰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바,ＪＳＰ
수입관리시스템 정산프로세스(제작센터, 입장료, 주차장수입등)를관리하는 시

스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조직및 개인단위 성과관리및 직원, 업무성과평가, 부서 경영평
가등 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

OO 시스템 (구) 경영정보시스템 자바,ＪＳＰ

업무지원
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전자문서의 유통 및배포, 관리하는 시스템 자바,ＪＳＰ

SMS 문자메시지를비롯해 음성안내, 팩스등의통합 메시징 시스템 ａｓｐ

WebMail 메일기능, 메일관리기능, 스팸 및보안기능 등의웹메일시스템 자바,ＪＳＰ

대용량 메일 대량의메일을발송하기 위한메일시스템 자바,ＪＳＰ

WebDisk 웹하드시스템 ＣＧＩ，Ｐｅｒｌ

그림 Ⅴ-8 현 정보시스템 기능 및 개발기술 현황 사례

②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현황 및 이슈 파악

최근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각 시스템들 간의 수많은 

데이터와 기능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향후 구축될 시스템과 

연계되는 업무와 시스템을 파악하고, 어떤 기능과 데이터들이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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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연계되어 있는 업무, 시스템 기능, 데이터 등을 분석 

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연계된 시스템 간 호환성과 기술 현황(개발언어, 플랫폼, 

보안문제 등)을 파악하여 구축 시 시사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표 Ⅴ-5 관련 시스템 간 데이터 보유 및 연계 정보 작성 양식

데이터 명
(엔티티

 (Entity) 명)
데이터 형식

송신시스템
(응용시스템)

수신시스템
(응용시스템)

연계 방식 주기

직원 ID 숫자 A 시스템 B 시스템 TCP/IP
배치 

(Batch)

직원 연봉 숫자 B 시스템 A 시스템 단말 수시

... ... ... ... ... ...

그림 Ⅴ-9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구축 현황 분석 사례

③ 시스템 운용환경 현황 분석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도입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거나 기존의 사용 

장비들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 전사 또는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HW, 소프트웨어, NW, OS,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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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스템명 서버용도 제조사/모델 주요스펙(ＣＰＵ，
메모리,하드) ＯＳ

ＷＥＢ／
ＷＡＳ

ＤＢ

경영관리
시스템

급여관리시스템

APP

DB

Sun M5000 #2

Sun M5000 #1

CPU:US-64 2.4G 
4Core
Memory:16G
Disk:400G

CPU:US-64 2.4G 
4Core
Memory:8G
Disk:400G

Solaris 8 
SPARC

Solaris 10
SPARC

WEB : iPlanet Web 
Server
WAS : Sybase 
EAServer
SSO : SSO Engine
리포팅툴 : Report 
Designer

Sybase ASE

인사관리시스템

회계관리시스템

예산관리시스템

자산관리시스템

구매계약관리
시스템

수입관리시스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APP,DB Sun V440
CPU:US-IIIi 1.5G 2x
Memory:4G
Disk:40G

Solaris 9
SPARC Tomcat Oracle STD

OO 시스템

APP

DB

IBM x335

IBM P650

CPU:Xeon 2.8G 4
Memory:2G
Disk:300G
CPU:Power4+ 1.2G 
4
Memory:8G
Disk:300G

Linux

Linux

Tomcat Oracle E.E

그림 Ⅴ-10 정보시스템 운영 플랫폼 및 기술구성 현황 분석 사례

④ 전사 아키텍처 및 기술표준 현황 분석

전사 아키텍처 관점에서 기술표준 부합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스템 HW, 

시스템 소프트웨어, 지원 도구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시스템의 기반 구조를 파악한다. 

전사 아키텍처 현황을 기준으로 기술표준 현황을 분석한다. 사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공통 프로세스, 기법, 도구 등이 전 시스템에 걸쳐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본 과정을 통해 개발할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상세화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도록 한다.

그림 Ⅴ-11 현행 아키텍처 구성도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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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3.2.3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정보화 전략 및 검토 결과

- 업무 프로세스

①  시장 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 시장 조사 및 유사사례 검토

① 시장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유사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타 기관에서 수행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최신 

정보기술 적용 현황, 만족도 수준, 구축 시 유의사항,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업 성공 

요인들을 도출한다.

또한 유사 업무 정보화를 수행한 선도 사례들을 조사하여, 그 효율성과 의견을 청취하고, 

성공 및 실패 요인을 파악하여 기관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수행활동 3.3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고위층 의견

- 이슈 및 문제점

- 분석 지원 자료

①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시사점 및 개선사항 

①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앞서 수행한 내·외부 환경 분석, 내부 업무현황 분석, 내부 기술현황 분석과 유사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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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현 구축 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 작성 사례

수행활동 3.4 사업추진범위 방향성 검토 및 보완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범위 및 방향성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이해관계자 목록

①  이해관계자 검토 및 보완

②  사업범위 확정 및 

의사결정권자 승인

-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보완)

① 이해관계자 검토 및 보완

사업 내부 조직에서 검토회의를 통해 수립된 사업 범위 및 방향성과 정보시스템 주요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구축 범위 및 방향성을 수정한다. 업무 및 

기술현황 분석 단계를 거치면서 보완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수정된 범위 및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한다.

② 사업범위 확정 및 의사결정권자 승인

사업 추진범위 및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들뿐 아니라 본 사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사업의 추진목표와 상위개념의 사업추진 범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진 범위에 

대한 조정과 논란으로 인해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예산과 기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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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계 4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에서는 향후 정의될 전략과제와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제 정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방법론에 의한 산출물 제공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때 단계3에서 파악했던 시사점과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에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수행활동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①  인터뷰 대상 정의 및 준비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도출

- 인터뷰 계획

- 인터뷰 결과서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① 인터뷰 대상 정의 및 준비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프로세스, 조직, 시스템 운용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단계2에서 정의된 이해관계자와 단계3의 업무 및 기술현황 분석단계를 

거치면서 추가되거나 조정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 대상자를 

선별한다. 인터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주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인터뷰 질의서를 작성한다. 인터뷰 대상자와 질의 항목이 

정의가 되면 사업 추진 내부조직은 사전에 인터뷰 담당자들에게 인터뷰 일정과 시간을 

통보하여 일정 내 인터뷰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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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인터뷰 계획 및 대상 정의 양식

구분
AM PM

10 :00~12 :00 14 :00~16 :00 16 :00~18 :00

YY-MM-DD
-  인터뷰 계획 확인 및 

공문 발송

-  인터뷰 계획 확인 및 

공문 발송

-  김OO 차장 

(소프트웨어개발업체)

YY-MM-DD

- 원OO 박사 : 담당분야

-  김OO 연구관 : 

담당분야

- 정OO 과장 : 담당분야 - 이OO 과장 : 담당분야

YY-MM-DD
- 하OO 과장 : 담당분야

- 송OO 과장 : 담당분야
- 정OO 과장 : 담당분야 - 김OO 부장 : 담당분야

운영자 인터뷰 질의서

부서 장소

진행자 일시

참석자

구분 질문 답변

시스템
운영
/관리
부분

1)  현재 담당하고 계신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담당하고 계신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로세스(시스템)에
포함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3)  담당하고 계신 현 인프라의 문제점 또는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 
- 프로그램 관점 : 버그가 잦음

- 데이터 관점 : 동일 데이터 중복 저장 및 데이터 클린징 요건 발생

- 기술 요소 관점 : 네트워크 노후화로 인한 처리 시간 지연

4)  현재 담당하는 업무에서 연계 및 전략적 방향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5)  시스템/DB/인프라 간 연관성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까? 
시스템/DB/인프라가 변경될 경우, 타 인프라 및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림 Ⅴ-13 인터뷰 체크리스트 작성 사례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도출

사전에 정의된 인터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가 요구되는 업무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인터뷰 수행 시 이해관계자별로 질문 항목을 차별화하고, 그에 맞는 요구사항을 

도출해내도록 하여 요구사항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한다.

기 구축된 시스템일 경우 운영 및 활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폭넓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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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4 인터뷰 결과서 작성 사례

수행활동 4.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현황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 관련 법제도/표준 및 지침

4.2.1  컨설팅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2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4.2.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4.2.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컨설팅 요구사항  

- 제약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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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활동 4.2.1 컨설팅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현황

- 전사 아키텍처 구성도

- 관련 법제도/표준 및 지침

①  내·외부 환경 분석 

요구사항 정의

②  업무 현황 분석 요구사항 

정의

③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도출 

요구사항 정의

④  목표 모델 설계 및 과제도출 

요구사항 정의

⑤  과제별 실행 방안 요구사항 

정의 

- 컨설팅 요구사항 

① 내·외부환경 분석 요구사항 정의

단계3에서 수행한 내·외부환경 분석 지원 자료를 토대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환경은 

해당 조직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외부 요소들을 말하는데, 크게는 거시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 환경은 다시 산업동향, 시장현황, 경쟁사 

동향, 고객 니즈(Needs), 기술 동향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환경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당 조직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 환경의 경우에는 단순히 기관의 현 수준(특히 정량적 실적 위주) 만을 언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요소별로 기관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근본원인을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부 역량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기관의 핵심역량을 정의하기 위한 분석이므로 전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 및 전략과 도구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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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명 환경분석 – 경영환경 분석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ISP 추진방안

-  조직, 유관기관 및 고객의 특성 분석, 외부환경 분석, 핵심성공요소 파악, 

제도적 타당성을 분석해야 함

① 외부환경(시장, 고객, 산업)을 분석함

② 내부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과제)을 분석함

- 산출물 : 경영환경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명 환경분석 – 정보기술환경 분석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ISP 추진방안 정보기술환경 분석

- 최근 정보기술 동향 및 기술적 적용 타당성을 분석해야 함

② IT 및 비즈니스 동향을 분석함

③ 정보기술체계 변화 요인을 분석함

- 산출물 : 정보기술 동향 분석 보고서

그림 Ⅴ-15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컨설팅 요구사항(환경분석) 작성 사례

② 업무 현황 분석 요구사항 정의

단계3에서 수행한 업무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할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업무 

현황 분석 요구사항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현황 분석 

영역을 제시하고, 영역별로 분석에 대한 관점과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제안사가 수행해야 

할 과업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보화 전략계획에서 

수행하게 되는 현황 분석으로는 업무프로세스 관점, 조직관점, 시스템 관점, 시스템 

운용 을 수반함에 있어서, 비즈니스 아키텍처(BA), 데이터 아키텍처(DA), 응용시스템 

아키텍처(AA), 기술 아키텍처(TA) 분류에 따라 현황 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Ⅴ. 정보화 전략계획 사업  

243

표 Ⅴ-7 현행 업무현황 분석 관점

구  분 분석 관점

정보화 전략계획

관점

1) 정보화 조직 관점

2) 업무 프로세스 관점

3) 응용시스템 관점

4) 시스템 운용환경 관점

전사 아키텍처 관점

1) 비즈니스 아키텍처(Business Architecture)

2) 데이터 아키텍처(Data Architecture)

3) 응용시스템 아키텍처(Application Architecture)

4) 기술 아키텍처(Technical Architecture)

5) IT 거버넌스(GoVernance)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명 현황 분석 – IT 조직 및 프로세스 분석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ISP 추진방안(IT조직 및 프로세스 현황 분석)

- IT조직 및 IT프로세스 현황을 분석해야 함

①  IT사업 심의 위원회, IT업무 분장 및 역할과 책임 등 IT조직 현황 

전반에 관한 분석을 수행함

②  ITSM에 기반한 IT서비스 관리 전체 영역에 대한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함(ex. IT재무관리, 인시던트 관리, 정보화 사업관리 등)

- 산출물 : IT업무 현황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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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명 현황 분석 – 정보화 수준 진단(IT Assessment)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ISP 추진방안(정보화 수준 진단)

- 공공기관 정보화 수준 진단(성과지표를 활용한 측정)을 수행해야 함

- 하기 내용들을 포함함

① 업무 프로세스 대비 시스템 적용범위(CoVerage)를 분석함

② 시스템 활용 수준을 진단함

③ 정보 보안 수준을 진단함

④ IT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시행함

- 산출물 : 정보화 수준 진단 보고서 

그림 Ⅴ-16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컨설팅 요구사항(현행 업무 현황 분석) 작성 사례

③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비전 및 전략 도출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

내·외부 환경 분석과 현행 업무 분석에서 수행한 분석 결과와 함께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도출을 하게 된다.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도출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도출과정에 대한 단계와 이에 따른 산출물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자가 컨설팅 

수행 시 명확한 과업을 수행하고, 그에 적합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명 IT전략 및 체계 정의 – IT개선 방향성 도출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ISP 추진방안(IT 개선 방향성 도출)

-  경영전략과 미래 업무 프로세스에 적합한 정보기술의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함

- 산출물 : 정보화 조직 비전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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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명 IT전략 및 체계 정의 – IT비전 및 전략 수립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ISP 추진방안(IT비전 및 전략수립)

- 경영전략에 근거한 IT비전 수립 및 IT전략 방향성을 설정함

- 산출물 : IT비전 및 전략

그림 Ⅴ-17 정보화전략 계획사업의 컨설팅 요구사항(IT 비전및전략 도출) 작성 사례

표 Ⅴ-8 소프트웨어사업 비전 및 전략과제 도출 단계별 산출물

수행 단계 내용 및 주요산출물 
제안사 변경 
및 추가사항

1) 내·외부환경 분석 요약 - SWOT 분석 결과

2) 현행 업무 현황 분석 요약

- 업무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성 요약

- 정보화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성 

- 정보화 미션 확인

- IT 동향 분석 요약

3)  경영진 및 주요관계자 

의견(Aspiration)
- 경영진 및 주요관계자 핵심성공요인 확인

4)  중장기 경영전략 확인 및 

핵심성공요소(CSFs) 도출

- 중장기 전략과제

- 핵심성공요소(CSF) 확인

5) 타 기관 소프트웨어사업 분석

- 경쟁사 정보화 전략분석

- 소프트웨어사업 비전 및 미션 정의

- 구호(slogan) 정의

6) 정보화 전략 도출
- 소프트웨어사업 이니셔티브(Initiatives) 도출

- 소프트웨어사업 전략과제 도출

④ 목표 모델 설계 및 과제도출 요구사항 정의

기관의 목표 및 전략에 따른 정보화 목표를 수립하고 핵심 전략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경영전략 및 목표와 관점을 

사업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여 정보화 관점에서 핵심 전략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시에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과제가 도출될 

것이므로, 핵심으로 수행되어야 할 전략과제만을 요약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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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명 IT전략 및 체계 정의 – IT전략과제 도출

분류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ISP추진방안(IT전략과제 도출)

- 경영 및 IT전략에 근거한 과제를 도출함

- IT전략과제 중에는 “주요 전략과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산출물 : IT전략과제 정의서

그림 Ⅴ-18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IT전략과제 도출 요구사항 작성 사례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명 OO 업무 프로세스 정의 컨설팅

분류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업무 프로세스 정의

-   현업의 업무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시스템으로 구현되도록 함

①   업무 분석 단계에서 전사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프로세스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정의함

② 행정 프로세스를 정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명 OO 교육시스템 콘텐츠 개발 컨설팅

분류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교육 컨텐츠 개발

- 시스템 관련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필요교육과정을 정의해야 함

- 관련 어학 콘텐츠 우수사례 조사(벤치마킹)를 통한 콘텐츠를 보장함

- 자체 개발 혹은 외부 구매를 통한 콘텐츠 확대 방안을 모색함

그림 Ⅴ-19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컨설팅 요구사항(IT전략과제) 작성 사례

⑤ 과제별 실행 방안 요구사항 정의

목표 정보시스템에서 도출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기대효과 

도출, 향후 실행 방안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하는 단계이다. 전략과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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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정의하기위해서 필요한 방법론과 과제정의에 대한 범위를 요구사항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 중점 추진 과제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정의한다. 이행계획과 

함께 산정되는 투자비용의 경우 필요로 하는 비용 산정 방법을 명시하도록 한다.

세부수행활동 4.2.2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시장 및 유사사례검토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역

- 관련 법제도 및 지침

① 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 제약사항

①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 및 도출

앞서 제시한 컨설팅 요구사항과 사업의 특성 및 범위, 해당 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및 제약사항 등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시 도출되는 제약사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제약사항 : 데이터 사용, 접근 및 마이그레이션 정책과 관련된 제약사항

≫ 업무 제약사항 : 각종 규정, 정책 및 업무규칙, 서비스 수준 계약 등과 관련된 제약사항

≫  표준 제약사항 :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업무 영역의 표준이나 법규, 조직의 내규 

등과 관련된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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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법제도 검토 하도급 계약 승인

-   제안사가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경우(협력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포함) ‘별첨양식 #12(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적정성 판단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OO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상기 고시 중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가운데 Ⅲ. 계약의 

공정성 부문의 계약 방식 배점은 대금지급 방식, 지급 시기와 지급률 

모두가 OO 공사 지급 방식과 일치하여야 함

그림 Ⅴ-20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제약사항(법적 요구사항) 작성 사례

  세부수행활동 4.2.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추진계획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①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①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석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한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 해당 공공기관의 표준 방법론이 있을 경우 방법론의 단계와 활동을 제시하고, 

범위와 일정을 고려하여 방법론에 맞게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 없을 경우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 조직 : 프로젝트의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인력의 월별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사업범위, 일정, 비용, 인력, 리스크, 품질관리, 형상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하도록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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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일정계획 : 사업 요구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제안하도록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요구사항 관리 : 요구사항 관리 및 단계별 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명 사업수행 조직 구성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사업수행 조직구성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본 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①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발주기관 투입인력 감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문 기술 분야의 인력 투입을 권장하며 그 방안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그림 Ⅴ-21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작성 사례

세부수행활동 4.2.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정보화 전략계획 추진방안 

요구사항 분석

①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①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석

담당자 및 사용자, 관리자 등과의 정보화 전략계획에서 중요시 되는 과제의 경우 교육 

인터뷰를 통해 정보시스템 개발 시 필요한 교육내용, 교육 대상,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육 

횟수, 교육방법, 교육비용 등 교육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정보화 주관부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의 습득과 관련된 정보화 전략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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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프로젝트 완료시점에서의 프로젝트 산출물, 과제별 목표(To-be) 방향에 대한 

내용 등의 필요교육 내용을 도출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산업 및 IT환경 변화에 

따라 고객사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하므로 고객사에게 고유의 방법론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을 받아야 하며, 향후 세부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대상 범위, 

기술지원 내용 및 수준 등 기술지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명 교육계획 수립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교육계획 수립

-   정보화 전략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이후 효과적인 시스템 구현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함

-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이후 시스템 구현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직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

①  프로젝트 목적 및 내용 : 본 프로젝트 필요성 및 용역 수행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② 프로젝트 방법론 : 프로젝트 사용 방법론의 개념 습득을 위한 교육

③  기술 동향 : 경쟁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프로젝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

그림 Ⅴ-2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작성 사례

수행활동 4.3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및 검토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컨설팅 요구사항 

- 제약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①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상세 내역 검토 및 확정

- 요구사항 상세내역

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요구사항 상세내역 

사업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요구사항 상세내역을 작성한다. 요구사항 상세내역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요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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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칭, 상세 요구사항 내용기술, 

산출정보, 기능 출처 등의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각 사업의 유형별 해당 요구사항 항목이 

모두 도출되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취합하여 요구사항 상세내역을 작성하도록 한다. 

㉠  요구사항 고유번호(ID) :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사업수행, 

사업완료 및 검수까지 변경, 삭제, 수정 여부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각 기관에 따라 요구사항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규칙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작성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표 Ⅴ-9 요구사항 분류별 번호부여 예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 규칙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000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중 기타 요구사항(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컨설팅, 공사)은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를 참조한다.

㉡ 요구사항 명칭 : 명확하고 세분화된 수준에서 요구사항 명칭을 작성함

㉢  요구사항 분류 : 정보화 전략계획 관련 주요 요구사항 4개의 상세 요구사항을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에 대한 간략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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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거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기 작성함

㉥  산출정보 : 해당 요구사항의 구현을 통해 사업완료 후 어떠한 산출물이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작성함. 요구사항에 따라 산출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  관련 요구사항 : 정의된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술함.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이 있는 성능 요구사항에 있으면 그 성능 요구사항을 기술함.

㉧  요구사항 출처 : 해당 요구사항이 어느 출처로부터 도출되었는지를 기입하여 향후 

요구사항 변경이나 수정, 삭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사업수행 시 상세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인터뷰 필요 시 참조하도록 

함. (제안 요청서에는 명시하지 않음)

그림 Ⅴ-23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예시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상세 내역 검토 및 확정

작성된 개개의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을 분류기준 별로 분류하여 요구사항 상세 내역 

초안을 작성한다. 이해관계자는 상세 내역에 요구사항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업담당자는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요구사항 상세 내역에 반영하고 최종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의 범위 및 

요구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기간 내 목표 요구사항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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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4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요구사항 상세 내역 작성 사례

마. 단계 5 :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에서는 사업 발주에 앞서 사업 전체에 대한 추진 범위 

및 기간을 확정함과 동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조정 및 확보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본 

단계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되어야 하는 조직 및 역할에 대해서 정의한다. 

수행활동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 요구사항 상세내역

- 내부조직 체계도

① 사업추진 범위 및 기간 확정

②  사업 예산 조정 및 예산 

확정

③ 사업추진 조직 및 역할 확정

④   사업 연관성 파악 및 

발주일정 계획 수립

- 사업추진 범위 및 일정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예산 

산출 내역

- 사업추진조직 및 역할 

① 사업추진 범위 및 기간 확정

해당사업의 추진 범위를 확정하는 과업이 수행된다. 사업 범위 및 방향성 수립 단계에서 

정의한 사업추진 범위가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변동이 있는지 파악한다. 초기 수립된 

범위에서 벗어나는 요구사항에 대해 범위에서 제외할지 수용할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의하여 사업추진 범위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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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및 기간의 확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총 수행기간, 일정별 주요 

이벤트(사업 발주, 선정 및 평가, 착수, 등)를 월별 또는 업무별로 수립한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이 다수의 시스템과 관련된 경우, 각 시스템의 개발 시점에 

대해 통합 또는 단계별 추진 등을 포함한 여러 개의 개발 사업 계획안을 수립한다. 각 

개발 사업 계획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계획안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이를 토대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계획을 확정한다.

요구사항 기반의 진도관리 방안

구분 준비

1차(약 3~4개월) 2차(11개월)

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M
10

M
11

M
12

M
13

M
14

M
15

프로젝트 준비

• 기본 요구사항 수립
RFP 작성

프로젝트 계획 수립

분석

• 현행 업무 분석

• 요구사항 상세 정의

• 개발 프레임워크 정의

프로토타입 개발

설계

• 프로세스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

• 확인/보고서 설계

중간 감리

개발

• 코딩, 커스터마이징

• 단위테스트

그림 Ⅴ-25 사업추진 일정표 작성 사례

안건명 OOO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

사용부서 요청부서 기안부서 운영부서

IT표준화위원회
상장 여부

상장(  V )    전결규정 (    ) 사업유형 신규( )  기능 개선(V)  증설(   )  컨설팅(   )  유지보수(   )

추진 기간 20XX.0X.XX~20XX.0X.XX 적용일 20XX.0X.XX

투자 목적 - 기존 OOO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낙후된 시스템에 의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사용자 기반의 신규 서비스 기능 추가

추진 내용
- 전자결재 기능 고도화
- 부서별 OO 업무 연계 기능 신규 구축

소요자원
내역

투자
/컨설팅

구축비용 예산 기안금액 운영비용 예산 기안금액

HW 500백만 원 479백만 원 지급수수료 - -

SW 100백만 원 124백만 원 수선비 30백만 원 29백만 원

외주 인건비 - - 내부 인건비 - -

내부 인건비 2.2백만 원 2.2백만 원 기타 - -

실 지출액 600백만 원 603백만 원 T CO 632.2백만 원 634.2백만 원

유지보수/
기타

항목 내역 예산 기안금액

수선비

기타

그림 Ⅴ-26 이행 계획 및 추진 계획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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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예산 조정 및 예산 확보

요구사항 상세내역을 토대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예산을 산정한다. 예산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에서 발표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참고하며, 

예산을 토대로 가격 산출 근거표를 작성한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예산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③ 사업추진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기존의 사업수행 내부조직에 관련부서(기타 이해관계부서) 담당자를 포함하여 

사업수행 조직을 보완하고 조직/인력별 역할을 확정한다. 사업수행 조직은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수행, 향후 관리 및 사업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사업추진 활동에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추진조직과 같은 형태를 

띤다. 사업 추진 전 이해관계자의 구성과 각 주체별 역할 및 기능 정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의 총괄책임 주체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특정 부분에 대한 수행 여부 확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자료 요청, 이슈가 발생한 부서에 대해 인력·산출물 조정 등의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림 Ⅴ-27 이해관계자의 책임 및 역할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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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 연관성 파악 및 발주일정 계획 수립

사업 연관성 파악은 발주일정 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본 사업수행의 

결과가 발주예정인 타사업의 결과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경우, 본 사업의 발주일정 계획 

수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수행활동 5.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①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수립
-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수립

정보화 전략계획 요구사항 분석과 사업의 특성 및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 

웨어기술성평가 기준”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기준을 선정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수립 관련 상세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가이드’를 참조한다.

수행활동 5.3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구사항 반영여부 검토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시스템 구축 범위 및 구축 

내용

- 시스템 기대효과

-   시스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 현황 분석 결과

- 요구사항 상세내역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제도

① 제안요청서 작성

②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등 

최종 검토

-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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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 요청서 작성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목차를 수립하고, 

이전단계에서 파악된 현황과 목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상세내역을 기술한다. 또한 

입찰 관련 규정,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필요한 서류 및 제안서에서 사용되는 서식 등을 

제안요청서 내에 포함한다.

표 Ⅴ-10 정보화 전략계획 제안요청서 주요 목차 작성 사례

주 요  목 차 구 성  내 용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서비스 내용

3. 사업범위

4. 기대효과

-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배경과 필요성

- 사업 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와 효과

- 사업내용 및 개발범위

-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대효과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2. 정보화 현황

3.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업범위 내에 포함된 업무 정의

-  관련 부처 및 조직 간 정보 교환 및 상호 연계성 도식화, 

현행 시스템 구성도 및 현재의 정보화 현황

- 정보화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추진일정

- 사업추진에 대한 최종목표 및 단계별 추진목표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전략 및 방향

- 추진 조직도

- 입찰 및 제안, 계약 체결, 사업추진 일정

IV.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2. 목표시스템 구성도

3.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

-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ISP 사업수행 방법론 

- 해당기관의 내부·외부, 기술 동향 분석 

- 해당기관의 정보화 현황에 대한 As-is 분석 

- 향후 해당기관의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비전 및 전략 도출

- 정보화 전략에 기반한 IT전략과제 및 시스템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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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목 차 구 성  내 용

3.1 컨설팅 요구사항

- ISP 추진 방법론

- 내·외부 환경분석

-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

- IT비전 및 전략 도출

- 목표 모델 설계 및 과제   도출 

- 과제별 실행 방안

3.2 제약사항

3.3  프로젝트 관리 

(리스크 관리 포함) 

3.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과제별 수행일정 및 추진 방안

- 프로젝트 수행과정 및 완료 후 교육/기술지원 방안

- 프로젝트 관련 기술적·관리적 리스크 대응 방안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운영 방안

- 법적 규제 및 제약사항 등에 대한 반영 방안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2. 입찰 관련 정보

3.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식

-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 제안서 제출 안내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협상 방법 및 기준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찰 및 제안에 필요한 서식

Ⅶ. 기타

1. 계약 조건

2. 기타 제안관련 정보

3. 용어 표준 정의

- 제안 기관이 인지해야 할 계약 조건

- 기타 입찰 및 제안에 필요한 정보

-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한 용어 개념 정의

②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등 최종 검토 

작성된 제안요청서에 대해 관련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를 검토 및 보완하고 제안요청서를 

최종 확정한다. 

계약 조건 작성에 필요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약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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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전자정부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제도 >

≫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하도급 제도

≫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제안서 보상

≫ 요구사항 상세화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SW사업 영향평가

≫ SW사업정보 제출

≫ 과업심의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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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5.4 입찰공고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제안요청서

- 입찰관련 법제도
①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① 입찰공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제안요구 

사항을 반영한 제안요청서를 공고한다.

사업담당자는 입찰로부터 계약까지를 내부에서 수행할 것인지 외부기관(조달청 등)에 

의뢰할 것인지 검토한 후 입찰방침이 수립되면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매체에 

공지한다.

입찰공고 후 발주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외부기관(조달청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제안서를 접수하며,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수행활동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제안요청서

-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입찰참가자별 제안서

①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②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수행

③ 계약 수행

- 제안서 평가결과

- 계약서

①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발주기관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위원회 구성 방안 

및 평가위원 자격 요건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수행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통한 종합평가결과 순으로 협상대상순위를 선정하고, 

최고점을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을 수행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업체와 협상을 재개하거나 차순위업체가 없을 경우 재입찰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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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 수행

계약 절차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자에게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단계 6 :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에서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정보화 전략계획 사업이 수행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관리 내용을 기술한다. 본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수행 계획서 및 요구사항 상세내역에 대해 누락되었거나 

신규로 추가 반영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최종 작성된 내용에 대해 검토 및 

승인하게 된다.

양자 간에 최종 승인된 사업수행 계획서 및 요구사항 상세내역은 사업관리 및 인수에 

있어 기준이 된다. 사업에 대한 진도 및 성과는 사업수행 계획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관리가 되며, 요구사항의 변경 이력은 요구사항 상세내역에 기록된다. 아울러 

사업수행 계획서와 요구사항 상세내역의 내용은 사업 종료 및 인수 시 검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수행활동 6.1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제안요청서

- 요구사항 상세내역

- 제안서

- 기술협상내용

- 사업수행 계획서

①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사업수행 계획서(승인)

- 요구사항 상세내역 보완

①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서(수정된 요구사항 상세내역 포함)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의 검토 하에 수행 가능 여부 및 요구사항 누락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수행 계획서의 내용이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를 승인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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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수행 계획서 

- 발주기관의 변경관리 절차

①  요구사항 관리체계 검토 및 

승인
- 요구사항 관리체계

①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검토 및 승인

사업담당자는 발주기관의 변경관리 절차 등을 기준으로 사업수행자에게 요구사항 추적, 

변경관리방안이 포함된 요구사항 관리방안을 제시토록 요청하고, 변경절차, 서식 등 

세부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최종 승인한다.

그림 Ⅴ-28 요구사항 추적표 예시

수행활동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관리 관련지침

- 일정(작업분할구조 WBS)

① 사업 관리 

② 인수전략 수립

- 사업관리방안

- 인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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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관리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관리 관련 각종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사업관리 활동에는 범위, 일정, 의사소통, 리스크, 이슈, 품질, 형상, 자원관리 등을 

포함한다. 

② 인수전략 수립

사업담당자는 대상사업의 완료 시 검사 및 인수 등을 위하여 인수전략과 조건을 정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인수전략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계약상 책임 범위 

(검수 불합격, 지체상금 부과 등)와 관련되므로 인수전략과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발사업의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인수 후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

≫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증(warranty) 등

그림 Ⅴ-29 관리도구를 활용한 사업 일정관리 사례

수행활동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요구사항 상세내역

- 일정(작업분할구조 WBS)

① 요구사항 별 충족여부 확인

② 사업 인수 시 점검사항 정의

-   요구사항 별 테스트 결과 

보고서

- 인수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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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사업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는 정의한 요구사항이 정보화 전략 계획 사업 단계별로 

누락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요구사항 추적표 등의 

사업관리도구를 활용하여 단계별 활동과 산출물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림 Ⅴ-30 요구사항 추적표를 이용한 충족여부 검토 사례

② 사업 인수 시 점검사항 정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결과,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인수 시 최종 

확인을 위한 이슈목록을 정의한다.

수행활동 6.5 인수 및 사업 종료

입력정보 활 동 기대산출물

- 계약서

- 사업수행 계획서

- 인수전략

- 검사기준

① 인수 준비

② 검사 및 인수시험

③ 인수 및 사업 종료

- 인수계획

- 인수시험결과

- 인수 및 사업 종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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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수 준비

사업담당자는 정의한 인수전략을 기준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인수를 위한 준비를 

수행한다.

≫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인수전략을 검토하고 인수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산출물의 종류와 산출물의 유형을 정리한다.

≫ 각 산출물의 적합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한다.

≫   인수계획에 따라 인수를 추진하며 필요 시 인수위원회나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② 검사 및 인수시험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납품하는 산출물을 인수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인수계획서에 따라 인수에 참여하는 요원들의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산출물별로 정해진 인수담당요원의 책임 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 각 산출물별 검사 및 시험결과를 문서로 정리한다.

≫  부적합 판정된 산출물이나 결과에 대해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별도의 검사 및 시험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③ 인수 및 사업종료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납품하는 모든 인도물이 계약서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아래의 절차를 기준으로 검사하고, 검사 및 인수시험 결과에 따라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한다.

≫ 인수한 산출물 품목을 인수계획서와 대조하고 확인한다.

≫ 인수한 모든 산출물의 검사 및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 인수계획서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인수 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   사업담당자와 사업자 상호간 사업종료에 합의하고 사업종료보고서와 함께 문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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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양식 예시는 공공기관의 SW사업에 요구사항 분석을 시범적용(襩~觏新RFP 시범적용, 

NIPA)을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요청서 작성과 사업수행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을 예시하였다. 

양식 예시는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요구사항 도출단계, 

사업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단계,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이후 사업수행 및 관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요구사항 도출 단계

발주 담당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배경과 현황을 이해하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도출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및 관리상의 상세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거나 업무 및 기술현황 자료를 분석하는데 다음과 같은 양식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단계1 ~ 단계3에 해당됨)

≫이해관계자 파악 양식 예시

≫의사소통 계획서 양식 예시

≫인터뷰 체크리스트 양식 예시

≫회의록/인터뷰 결과서 양식 예시

≫비즈니스 및 업무 현황 분석 양식 예시

≫전사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양식 예시

≫인프라 구성 현황 분석 양식 예시

≫사업범위에 대한 의사결정 승인 양식 예시

≫의사결정 필요의견서 양식 예시

≫상세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작성표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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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파악

■ 이해관계자 파악 양식 예시

조직 역할 구성 성명

업무 시스템

비고
구분 시스템 名

시스템
담당자名

[ 작성 ] [ 작성 ] [ 작성:
주성원
직책 ]

[ 작성: 
성명,  
직함 ]

[ 작성: 
시스템
군名 ]

[ 작성: 
하위

시스템
名 ]

[ 작성: 
성명, 
직함 ]

[ 작성:   
내부
/외부 ]

조직 역할 구성 성명

업무 시스템

비고
구분 시스템 名

시스템
담당자名

[ 작성 ] [ 작성 ] [ 작성:
주성원
직책 ]

[ 작성: 
성명,  
직함 ]

[ 작성: 
시스템
군名 ]

[ 작성: 
하위

시스템
名 ]

[ 작성: 
성명, 
직함 ]

[ 작성:   
내부
/외부 ]

이해관계자 파악 템플릿이해관계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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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 계획서 양식 예시

종류 회의 내용 참여인력 시기 산출물

[작성: 
회의명]

[ 작성: 회의
Agenda ]

[ 작성: 직책 ] [ 작성:  
회의 시기

[ 작성:
산출물

(작성자)]

종류 회의 내용 참여인력 시기 산출물

[작성: 
회의명]

[ 작성: 회의
Agenda ]

[ 작성: 직책 ] [ 작성:  
회의 시기

[ 작성:
산출물

(작성자)]

의사소통 계획서 템플릿의사소통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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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체크리스트 양식 예시

부서 [ 작성 ] 장소 [ 작성 ]

진행자 [ 작성 ] 일시 [ 작성 ]

참석자 [ 작성 ]

구분 질문 답변

OO
부문

[ 작성: 인터뷰 질의사항 상세 ] [ 작성: 답변 상세 ]

부서 [ 작성 ] 장소 [ 작성 ]

진행자 [ 작성 ] 일시 [ 작성 ]

참석자 [ 작성 ]

구분 질문 답변

OO
부문

[ 작성: 인터뷰 질의사항 상세 ] [ 작성: 답변 상세 ]

인터뷰 체크리스트 템플릿인터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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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인터뷰 결과 정리 양식 예시

프로젝트 회의록

회의일시
[ 작성: YYYY-MM-DD / 

00:-00 ~ 00:00 ] 회의장소 [ 작성 ]

회의명 [ 작성 ] 작성자 [ 작성 ]

참석자 [ 작성: 성명, 직함(소속부서) ]

1. Agenda
- [ 작성: 회의/인터뷰 내용 요약 ] 

2. Contents
- [작성: 회의/인터뷰 내용 상세 ]

프로젝트 회의록

회의일시
[ 작성: YYYY-MM-DD / 

00:-00 ~ 00:00 ] 회의장소 [ 작성 ]

회의명 [ 작성 ] 작성자 [ 작성 ]

참석자 [ 작성: 성명, 직함(소속부서) ]

1. Agenda
- [ 작성: 회의/인터뷰 내용 요약 ] 

2. Contents
- [작성: 회의/인터뷰 내용 상세 ]

회의록/ 인터뷰 결과서 템플릿회의록/인터뷰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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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및 업무현황 분석 양식 예시

관련 시스템名수행 부서활동내용구분
업무 영역
/지원 업무

세부활동

본원적
활동

[ 작성: 
업무영역 ]

[ 작성:   
시스템名 ]

[ 작성: 
하위

시스템名 ]

[ 작성:
시스템
주기능 ]

[ 작성: 
시스템
세부 기능 ]

지원
활동

[ 작성: 
지원업무 ]

[ 작성:   
시스템名 ]

[ 작성: 
하위

시스템名 ]

[ 작성:
시스템
주기능 ]

[ 작성: 
시스템
세부 기능 ]

관련 시스템名수행 부서활동내용구분
업무 영역
/지원 업무

세부활동

본원적
활동

[ 작성: 
업무영역 ]

[ 작성:   
시스템名 ]

[ 작성: 
하위

시스템名 ]

[ 작성:
시스템
주기능 ]

[ 작성: 
시스템
세부 기능 ]

지원
활동

[ 작성: 
지원업무 ]

[ 작성:   
시스템名 ]

[ 작성: 
하위

시스템名 ]

[ 작성:
시스템
주기능 ]

[ 작성: 
시스템
세부 기능 ]

본
원
적
활
동

지
원
활
동

지원업무 1

지원업무 2
…

지원업무 N

업
무
영
역
1

업
무
영
역
2

업
무
영
역
3

업
무
영
역
4

…

업
무
영
역N

시스템 시스템 …

업무별 시스템 기능 분석서

비즈니스 및 업무 현황 분석 템플릿

가치사슬과 업무 시스템 연관도

비즈니스 및 업무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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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양식 예시

정보 시스템 명 서비스 내용
내부 시스템 연

계 대상
외부 시스템 연

계 대상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정보 시스템 명 서비스 내용
내부 시스템 연

계 대상
외부 시스템 연

계 대상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서비스 목록

부문 시스템名 주요 기능 규모
사용

DBMS 구축 기간 적용 OS 상태
관련

시스템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부문 시스템名 주요 기능 규모
사용

DBMS 구축 기간 적용 OS 상태
관련

시스템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서비스 기능 목록

서비스 수준관리 항목지표

지표명 설명 단위 측정 주기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지표명 설명 단위 측정 주기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의서

시스템名 주요 이슈사항 개선방안 시사점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시스템名 주요 이슈사항 개선방안 시사점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전사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템플릿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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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구성 현황 분석 양식 예시

구분 시스템名
서버
용도

제조사
/모델

주요 스펙
(ＣＰＵ，
메모리, 
하드)

ＯＳ
ＷＥＢ／
ＷＡＳ

ＤＢ

[ 작성:   
시스템
名 ]

[ 작성: 
하위
시스템名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구분 시스템名
서버
용도

제조사
/모델

주요 스펙
(ＣＰＵ，
메모리, 
하드)

ＯＳ
ＷＥＢ／
ＷＡＳ

ＤＢ

[ 작성:   
시스템
名 ]

[ 작성: 
하위
시스템名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인프라 구성 현황 분석 템플릿인프라 구성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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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범위에 대한 의사결정 승인 양식 예시

구분 세부 구분 관련 부서 최종의사결정자 추진 여부 비고

[ 작성: 
관리
부문名 ]

[ 작성: 
하위 시스템名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구분 세부 구분 관련 부서 최종의사결정자 추진 여부 비고

[ 작성: 
관리
부문名 ]

[ 작성: 
하위 시스템名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사업범위에 대한 의사결정 승인 템플릿사업범위에 대한 의사결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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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 필요 의견서 양식 예시

제목 [ 작성: 의사결정 사항 요약 기술 ]

작성일자 YYYY. MM.DD

작성자 [ 작성: 성명 ]

시스템
영역

의사결정
필요사항

상세 내용 담당자 의견

[ 작성 ] [ 작성 ] [ 작성: 검토사항, 보완 사항 등 상세 내용 기술 ]

제목 [ 작성: 의사결정 사항 요약 기술 ]

작성일자 YYYY. MM.DD

작성자 [ 작성: 성명 ]

시스템
영역

의사결정
필요사항

상세 내용 담당자 의견

[ 작성 ] [ 작성 ] [ 작성: 검토사항, 보완 사항 등 상세 내용 기술 ]

의사결정 필요 의견서 템플릿의사결정 필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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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양식 예시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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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

제안요청서 작성단계에서는 발주자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항목과 세부 과업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양식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제안요청서 작성항목은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될 수 있으며, 표준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단계4에 해당됨)

제안요청서 목차

Ⅰ.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 … … … … … … … … … … … … … …

2. 서비스 내용  … … … … … … … … … … … … … … … … … …

3. 사업범위  … … … … … … … … … … … … … … … … … …

4.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Ⅱ. 현황 및 문제점  … … … … … … … … … … … … … … … … … …

1. 업무현황  … … … … … … … … … … … … … … … … … …

2. 정보화 현황  … … … … … … … … … … … … … … … … … …

3. 문제점과 개선방향  … … … … … … … … … … … … … … … … … …

Ⅲ. 사업추진 방안  … … … … … … … … … … … … … … … … … …

1. 추진목표  … … … … … … … … … … … … … … … … … …

2.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

3. 추진체계  … … … … … … … … … … … … … … … … … …

4.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Ⅳ. 제안요청 내용  … … … … … … … … … … … … … … … … … …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2. 기능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3. 성능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5. 데이터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6. 테스트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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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8. 품질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9. 제약사항  … … … … … … … … … … … … … … … … … …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 … … … … … … … … … … … … … … … … …  #

1. 제안서 평가 방법  … … … … … … … … … … … … … … … … … …  #

2. 입찰관련정보  … … … … … … … … … … … … … … … … … …  #

3.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 … … … … … … … … … … … … … … … …  #

Ⅵ. 제안서 작성 안내  … … … … … … … … … … … … … … … … … …  #

1. 제안서 작성요령  … … … … … … … … … … … … … … … … … …  #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 … … … … … … … … … … … … … … … …  #

Ⅶ. 기타  … … … … … … … … … … … … … … … … … …  #

1. 계약조건  … … … … … … … … … … … … … … … … … …  #

2. 기타 제안관련 정보  … … … … … … … … … … … … … … … … … …  #

3. 용어표준 정의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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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업을 추진하게 된 외부적/내부적 배경과 트랜드(trend),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관점에서 

작성한다.

[ 내용 작성 ]

2. 서비스 내용

☞ 사업 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와 효과에 대해서 작성한다.

[ 내용 작성 ]

3. 사업범위

☞ 이해관계자들과 최종 합의된 사업의 범위와 대략적인 수행 내용에 대해 작성한다.  

[ 내용 작성 ]

4. 기대효과

☞ 사업수행으로 인해 향후 목표로 하는 바와 발생되는 기대효과를 작성한다. 

[ 내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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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사업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비즈니스 및 업무현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 내용 작성 ]

2. 정보화 현황

☞  관련 부처 및 조직 간 정보 교환 및 상호 연계성 도식화, 현행 시스템 구성도 및 내역, 인프라 

구성현황, 유지보수 현황 등의 해당 사업과 관련된 현재의 정보화 현황을 작성한다.

[ 내용 작성 ]

3.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및 정보화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 전략을 

작성한다.

[ 내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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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사업추진에 대한 최종 목표 및 이미지와, 단계별 목표를 기술한다. 

[ 내용 작성 ]

2. 추진전략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전략 및 방향을 기술한다.

[ 내용 작성 ]

3. 추진체계

☞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조도를 작성하며, 프로젝트 스폰서,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수행 팀, 지원팀, 외부 전문가 등을 지정하여 추진 조직도에 작성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284

4. 추진일정

☞ 사업의 전체 기간과 추진 일정을 작성하며, 추진일정은 각 수행 단계 별 대략적인 기간과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작성하다. 향후 추진일정을 기반으로 제안 시 사업자가 

업무수행일정을 WBS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추진 기간 : OO.OO.OO ~OO.OO.OO , 약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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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요청 내용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2. 기능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한다. 단, 개별 기능 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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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및 정보화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 전략을 

작성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한다.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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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7. 보안 요구사항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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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품질 요구사항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9.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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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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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1. 제안서 평가 방법

1.1.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1.1.2. 기술평가 점수 산출 방법

≫ 기술점수 = 획득한 기술평가 점수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위원 선정 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심사평가 대상사업의 

용역·자문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국가기관등의 사업자 선정 평가와 관련된 

부정행위·비위 사실이 있는 자는 위촉해서는 안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계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함(PT발표/

PT일자, 발표순서, 방법은 별도 통지)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 일부개정)을 준용함

≫ 제안사는 기술성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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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평가 기준 예시 01]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비고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 

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4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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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평가 기준예시 02]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비고

성능 

및 

품질

(13)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I/F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3)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6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프로

젝트

지원

(14)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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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평가 기준 예시 03]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비고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10)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5

하도급

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상생협력’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50% 미만 4등급

40% 이상～ 45% 미만 3등급

35% 이상～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합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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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점수(입찰가격 평점 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함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x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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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1.2.1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1.2.2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

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원가 추가 반영 가능함

≫   본 사업에 대한 사업대가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기능점수(FP) 방식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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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안서 작성 안내

2.1. 제안서 작성 요령

2.1.1.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2.1.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함※ 보충 설명자료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

≫   제안서는 A4 크기의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가격부문자료는 별도 밀봉한 상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함

≫   제안요청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본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인력계획에 제시된 참여인력은 계약 후 임의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제안하여야 함

≫   정부의 조치 또는 전산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는 전자파일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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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목차]

☞ 제안서의 목차를 표 형식으로 삽입하십시오.

[ 내용 작성 ]

2.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입찰 및 제안서에 적용할 서식을 첨부하십시오. 

[ 내용 작성 ]

2.3. 입찰 관련 정보

2.3.1. 제안서 제출마감

≫ 접수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 

≫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입찰관련 문의처 : [ 작성 : 담당자 성명, 직함,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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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제출서류는 제안서와 별도 제출하며,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하여야 함

2.3.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2.3.4.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3.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2.3.6. 제안서 사본파일에는 자사를 식별할 수 있는 것(로고, 회사명, 대표자명, 특정제품명, 

참여인력, 기타 등등)것을 지우고 제출해야 함

2.3.7.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보증서로 납부함 (단,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사에 귀속됨)

≫   보증서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참가 

신청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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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예시)

구  분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입찰참가신청서 1부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참여사 공통제출

합의각서 1부 참여사 공통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

인감증명서 ○ ○

사용인감계 × ○

재무재표(최근 3개년) 1부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

확약서 1부 ○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확인서 ○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제안서 파일 원본 1부, 사본 1부 ○ ×

가격제안서 1부 ○ ×

금액산출근거표 1부 ○ ×

입찰보증금 ○ ×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해당 시 제출) ○(해당 시 제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해당 시 제출) ○(해당 시 제출)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 1부 ○ ×

청렴이행각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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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

2.4. 계약 조건

2.4.1.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4.2.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2.4.3. 투입인력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제안사의 투입인력 

계획을 핵심인력에 한하여 제안 요청하는 사업이다.

≫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핵심인력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사업 총괄책임자(제안사 임원급 이상) : 1명

- 사업 수행책임자(PM) : 1명

-    사업 수행관리자(PL) : 5명(행정정보(MIS) PL, 그룹웨어 PL, 성과관리 PL, 데이터 아키텍처 

PL, 사업관리 PL)

-  아울러, 다음의 기능별 전문가 또는 업무별 전문가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BSC(Balanced  

Score Card, 성과관리) 업무 전문가, DB통합전문가)

- 단, 전체 핵심인력의 총수는 O명 이상을 초과하여 제시할 수 없다.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별지 제O호의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제O호의 

핵심인력 경력증명서 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한다.

2.4.4.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2.4.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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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2.4.7.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수행지침서에서 제시한 개발일정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2.4.8. 용역 수행은 용역내용에 따라 발주사측 담당부서가 제시하는 소재지에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함 

2.4.9.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사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함

2.4.10.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2.4.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5. 기타 제안 관련 정보

2.5.1.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입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대행사의 사업수행 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본 사업의 전부를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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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2.5.3. 기타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발주사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기업은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5.4. 안내 및 문의

≫ 입찰관련 문의 : [ 작성 : 소속, 성명, 직함, 연락처 ]

≫ 사업관련 문의 : [ 작성 : 소속, 성명, 직함, 연락처 ]

2.6. 용어 표준 정의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전문용어의 사용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 하단에 작성하십시오.

[ 내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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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 및 관리 단계

발주자와 사업자와의 계약 이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계약서에 

작성된 업무요건에 대한 변경관리, 진도 및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식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단계6에 해당됨)

- 프로젝트 수행일정 계획 양식

- 진도 및 성과관리 지표 양식

- 요구사항 변경 및 일정관리 양식

- 진도관리 양식

- 이슈 및 원인분석 양식

■ 프로젝트 수행일정 계획 양식 예시

단계 활동
책임 담

당
자

기간
산출물

월

수행사 발주사 16 17 …Day 시작일 종료일
단계 활동

책임 담
당
자

기간
산출물

월

수행사 발주사 16 17 …Day 시작일 종료일

프로젝트 수행일정 계획 템플릿프로젝트 수행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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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및 성과관리 지표 양식 예시

성과지표명 정의 목표값 측정시점 측정값

요구사항
충족률

요구사항 정의서 상의 요구사항이 각 단계 별로
산출물에 반영된 비율

지표구분 산출방법
평가
주기

측정
주기

측정
단위

효과성
(Effectiveness)

각 단계별로 반영된 요구사항 개수

베이스 라인 요구사항 개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 말 %

성과지표명 정의 목표값 측정시점 측정값

요구사항
충족률

요구사항 정의서 상의 요구사항이 각 단계 별로
산출물에 반영된 비율

지표구분 산출방법
평가
주기

측정
주기

측정
단위

효과성
(Effectiveness)

각 단계별로 반영된 요구사항 개수

베이스 라인 요구사항 개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 말 %X 100

성과지표명 정의 목표값 측정시점 측정값

일정준수율
사업수행 계획서(진도관리 계획서) 상의
Baseline 일정의 준수도를 각 활동 종료일
기준으로 평가

지표구분 산출방법 평가주기측정주기측정단위

효율성
(Efficiency)

계획대로 종료된 활동의 개수

단계별 종료예정일 활동의 개수

분석
테스트

활동
종료

%

성과지표명 정의 목표값 측정시점 측정값

일정준수율
사업수행 계획서(진도관리 계획서) 상의
Baseline 일정의 준수도를 각 활동 종료일
기준으로 평가

지표구분 산출방법 평가주기측정주기측정단위

효율성
(Efficiency)

계획대로 종료된 활동의 개수

단계별 종료예정일 활동의 개수

분석
테스트

활동
종료

%X 100

진도 및 성과관리 지표 템플릿진도 및 성과관리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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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변경 및 일정관리 양식 예시

6

5

순
번

요구사항
ID

요구사항名

진행
단계

수행일자

산
출
물

변
경
유
무

요건 반영률(%) PJT. 성과

LV1 LV2 LV3 시작
일

종료
일

반영률
(유지)

변경률
(변경
/삭제)

추가율
(신규
추가)

일정
준수율 (%)

1 ###-###-001

2

3

4

7

8

6

5

순
번

요구사항
ID

요구사항名

진행
단계

수행일자

산
출
물

변
경
유
무

요건 반영률(%) PJT. 성과

LV1 LV2 LV3 시작
일

종료
일

반영률
(유지)

변경률
(변경
/삭제)

추가율
(신규
추가)

일정
준수율 (%)

1 ###-###-001

2

3

4

7

8

요구사항 변경 및 일정관리 템플릿

[ 작성 ]

요구사항 변경 및 일정관리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306

■ 진도관리 양식 예시

진도 측정일

프로젝트 진척률(%)
계획대비
달성률

(%)

PJT. 
일정
영향
여부

진척
상황

추가
작업
사항

진도
변화
추정
결과

목표 실적

YYYY-MM-DD [ 작성: (%) ] [ 작성: (%) ] [ 작성: (%)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진도 측정일

프로젝트 진척률(%)
계획대비
달성률

(%)

PJT. 
일정
영향
여부

진척
상황

추가
작업
사항

진도
변화
추정
결과

목표 실적

YYYY-MM-DD [ 작성: (%) ] [ 작성: (%) ] [ 작성: (%)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진도관리 템플릿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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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및 원인분석 양식 예시

관 점 문제점 해결 방안
발생

/인식 일자
해결 일자 상태 담당자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관 점 문제점 해결 방안
발생

/인식 일자
해결 일자 상태 담당자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 작성 ]

이슈 및 원인 분석 템플릿이슈 및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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